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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전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출제 내용과 문항 유형 및 난이도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 중학교 교
수 학습 내용 및 방법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수능은 적정 수준의 변
별력을 갖추어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하기에 타당하며,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출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원에서는 매년 수능 출제 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 및 문항 난
이도에 관한 연구, 출제 인력풀 확충, 수능 문항 분석 및 DB 구축, 언어영역 지
문 DB, 수리영역 증명 및 그림 문항 DB 등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성공적인
출제를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능의 신뢰도와 타당도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의 수능과 유사한
다른 나라 대학입시 문항도 분석하여 수능 출제에 반영하고 있다. 작년에는 미
국 SAT와 ACT를 분석하였고, 금년에는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을 분석하였다.
내년에는 중국 대학입학시험을 다룰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년에 연구한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의 문항을 분석한 결과로서
지면 관계상 보고서에 담지 못했던 내용을 추가하여 별도로 정리한 것이다. 이

연구 자료가 대학 입시제도 및 문항 연구자, 수능 출제에 관계하는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그리고 학교 현장의 여러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

2009년 1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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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본 대학입시센터
시험의 개요

1.
2.
3.
4.
5.

센터시험 소개
센터시험의 구성 및 출제
센터시험의 시행
센터시험의 채점 및 성적 제공 방법
센터시험의 평가 결과 보고

대학입시센터시험은 독립행정법인인 대학입시센터1)에서 1월 중순 토요일과 일요
일 양일에 걸쳐 실시하는 일본의 대학 공통 입학시험이다. 이 시험의 정식 명칭은
‘대학입학자선발 대학입시센터시험’이지만, 줄여서 ‘센터시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영어의 정식 명칭은 ‘National Center Test for University Admissions’ 이다. 이 시
험은 OMR 카드에 체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해당하
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學習指導要領)’에 따라서 출제된다.
1

센터시험 소개

가. 역사적 배경

일본 대학 입시의 공통시험 구상은 1960년대 이후에 문부성(현 문부과학성)을 중
심으로 시작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 입시에서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과 너무 생소한
문항의 출제로 야기된 소위 ‘입시 지옥’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 및 여당에 의해 국
립대학협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통시험이 도입되었다.
센터시험의 전신인 ‘공통 제1차 학력시험’이 1979년부터 1989년까지 실시되었다.
이 시험은 국립대학 입학 지원자의 기초 학력을 측정하기 위한 공통시험이었다. 시
험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이과의 5개 교과 7개 과목으로 실시되었으며, 국
립대학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1977년에 설립된 대학입시센터가 주관하였다. 그
러나 공통시험 도입 후 사교육의 개입으로 대학 학부 학과의 서열화가 진행되기 시
작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85년에 국립대학협회가 공통 제1차 학력시험의
개혁안을 결정했고, 문부성은 ‘쇼오와(昭和) 62년도의 공통 제1차 학력시험의 출제
교과와 관련되는 해답 방법 등에 대하여’라는 1987년도에 시행될 시험 개선안을 발
표했다. 이에 대한 임시교육심의회의 제1차 답변에서 ‘새로운 공통시험(가칭 신테스
1) 대학입시센터는 1977년 국립학교설치법 개정에 의해 국립기관으로 설치되었다가 1999년 독립행정법
인 대학입시센터법이 제정되면서 독립행정법인으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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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구상이 제안되었다. 같은 해 문부성은 대학입시개혁협의회를 설치하여 공통 제1
차 학력시험의 개선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대학입시개혁협의회의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교육개혁추진 각료회의에서 신테스트를 1989년 신입생 선발부터 실시하는 것
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의 연구와 시범시행 과정 등을 거치면서 신
테스트는 ‘대학입시센터시험’으로 명칭이 결정되었고, 예정보다 한해 연기된 1990년
에 제1회 대학입시센터시험이 시행되었다.
대학입시센터는 센터시험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대학입시센터요람,
2009).
첫째, 어렵고 기이한 문항을 배제하여 양질의 문제를 확보한다. 1978년 이전까지
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도와 범위를 벗어난 어렵고 기이한 문항의 출제가 꽤 많았지
만 공통 제1차 학력시험과 센터시험의 도입으로 이러한 문항을 배제한 양질의 문제
를 확보하게 되어 고등학교 관계자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둘째, 각 대학이 실시하는 시험과 적절한 조합으로 대학입시의 개성과 다양성을
살린다. 센터시험을 이용함으로서 소논문 면접 등을 실시하는 대학과, 추천입학, 귀
국자녀,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선발을 실시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
럼 센터시험은 대학입시의 개성화와 다양화에 공헌하고 있다. 특기자 선발이나 추천
입학에 센터시험을 이용하는 예도 있다.
셋째, 국 공 사립대학을 통한 입시개혁을 유도한다. 사립대학의 참가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시험을 이용한 사립대학으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다.
넷째, 아라카르트(à la carte)2) 방식으로 각 대학에 적합하게 이용한다. 센터시험
에서는 이용 교과 과목을 각 대학이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아라카르트 방식으로
각 대학이 그 대학 학부에 필요한 교과 과목을 지정할 수가 있다.
대학입시센터는 이사장(소장)을 비롯하여 독립행정법인을 구성하는 상설 부서와
대학이나 고등학교, 교육위원회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로 이루어지는 각종 위원회로
구성된다.3) 대학입시센터의 조직 구성은 [그림 Ⅰ-1]과 같다.
2) ‘식단에 따라서’라는 의미의 프랑스 말로, 음식점에서 손님이 식성에 따라 한 가지씩 마음대로 주문
하는 요리를 이르는 말이다.
3) 그림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파견된 전문가로 구성되는 부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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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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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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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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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부
- 시험기반설계 연구 부문
- 시험평가해석 연구 부문
- 시험문제 연구 부문

[그림 Ⅰ-1] 대학입시센터 조직도

4) 조직도에서 적성시험에 관련된 3개의 연구회는 2003년부터 시행된 법학적성시험에 관한 업무를 담
당하는 부서로 센터시험과는 별개의 조직이다.
Ⅰ.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의 개요

5

대학입시센터의 조직도에 나타난 각종 위원회의 역할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운영 심의회
이사장의 자문에 따라 대학입시센터의 사업 계획,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
다. 국 공립대학 관계자, 경험 있는 전문가 및 고등학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시험 기획 위원회
센터시험의 실시 계획, 출제 교과 과목, 출제 범위 등의 기본 방침 및 시험문제의
문장 표현, 구성, 출제 방법, 해답 방법 등의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는 센터시험
문항 제작 요령의 책정 등에 대해서 연구 심의한다. 국 공 사립대학 등의 교원 및
경험 있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실시 방법 위원회
센터시험의 실시 방법 및 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국 공 사립대학 등
의 교원 및 고등학교 관계자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 시험 특별 조치 검토 위원회
센터시험에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입학 지원자에 대한 시험 특별 조치에 대해서
연구 검토 및 구체적인 심사 등을 한다. 국 공 사립대학의 교원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 교과 과목 제1위원회
센터시험의 시험문제를 작성하는 위원회로 매년 6교과 28개 과목의 시험문제를
만들고 있다. 400명이 넘는 국 공 사립대학의 교원 등으로 조직되어 국어, 수학(Ⅰ,
Ⅱ), 외국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한국어), 지리역사(세계사, 일본사, 지
리), 공민(현대사회, 윤리, 정치 경제), 이과(이과종합A, 이과종합B, 물리, 화학, 생물,
지학), 공업수리기초, 부기 회계, 정보관계기초의 출제과목의 문항제작부와 점자문항
제작부 등 모두 24개 부서가 설치되어 있다.
○ 교과 과목 제2위원회
교과 과목 제1위원회가 작성한 센터시험의 시험문제에 대해서 구성, 내용, 해답
및 표현 등을 점검한다. 100명이 넘는 교과 과목 제1위원회 경험자인 국 공 사립대
학의 교원 및 경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며 출제교과 과목 수에 따라 21개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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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를 두고 있다.
○ 교과 과목 제3위원회
교과 과목 제1위원회가 작성한 센터시험의 시험문제에 대해서 형식, 표현 및 각
과목 간의 정합성,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국 공 사립대학의 교원 및 경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다.
○ 점검 협력자
센터시험의 시험문제 난이도 및 출제 범위에 대해서 고등학교 교육의 입장에서
점검한다. 고등학교 관계자 등으로 조직된다.
○ 시험문제 평가 위원회
센터시험의 시험문제를 평가한다. 국 공 사립대학의 교원 및 고등학교 관계자 등
으로 조직되어 있다.
○ 국어 출전 데이터 작성 위원회
각 국 공 사립대학의 입학시험문제의 국어 출전 데이터를 처리하고, 입력 데이터
를 심사하며, 그 밖의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할 때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한다.
○ 득점 조정5) 판정 위원회
각 년도마다 센터시험의 결과에 관해서 센터시험의 상황을 고려함과 동시에 문제
의 난이도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점수 조정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국
공 사립대학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
○ 득점 조정 판정 전문위원회
전문적인 입장에서 센터시험의 결과를 분석 정리하여 점수 조정의 필요 여부의 판
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준비한다. 대학입시센터의 교원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다.
○ 전국대학입학자선발 연구 연락 협의회 기획위원회
국 공 사립대학을 통한 입학자 선발 방법의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기 위
해 협의회나 학술대회 등을 기획과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한다.
이상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원 이외에 대학입시센터에 상근하는 인원은
100여명 정도로 그 구체적인 구성은 <표 Ⅰ-1>과 같다.
5) 본 보고서에서는 위원회의 명칭에 사용된 ‘득점 조정’은 고유명사의 의미를 살려 그대로 제시하였으
나 본문 내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득점 조정’ 대신 ‘점수 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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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대학입시센터 상근 인원 구성

연구
연구개발부
이사장 이사 시험
시험연구 총무기획
총괄관
(소장) (부소장) (부소장) 감사 부총괄관 부사업부 교수 부교수 조교수 합계
1
1
1 1 (1)* 2
81
3
6
3 99 (1)*
* ( ) 안은 비정규직 인원임.
2009. 4. 1 현재

대학입시센터는 공통학력시험을 주관하는 업무 이외에 1988년부터 ‘대학 정보 제
공 업무’가 소관 업무로 추가되어 진로 선택에 유용한 대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정보로는 전국 모든 대학의 학부 학과의 특색에 관한 정보는 물론, 교육
연구에 관한 정보, 입학자 선발 방법, 대학 소재지나 전문 분야, 입학 등록금, 취득
할 수 있는 면허 자격, 졸업 후의 진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학입시센터는 16,275m2의 부지에 연건평 12,581m2의 본관 건물과 678m2의
부속 건물을 보유하여 시험 문항 제작 및 각종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대학입시센터
의 연간 운영 예산은 2009년의 경우 11,019,000,000￥(백십억 천구백만 엔)이었다.
나. 일본 대학 입시의 현황과 선발에서 센터시험의 이용 방법

국립대학을 지원하는 수험생은 센터시험이 필수이지만, 최근에는 사립대학의 참가
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9년의 경우, 센터시험을 입시에 활용한 대학 수는 국립대
학 82개, 공립대학 74개, 사립대학 487개, 공립단기대학 15개, 사립단기대학 139개였
다(<표Ⅰ-2> 참조).
<표 Ⅰ-2> 센터시험을 입시에 활용하는 대학 수의 변화

연도 국립 종합대학
계
공립 사립
국립
2006
82
72
440
594
2007
83
74
450
607
2008
82
74
466
621
2009
82
74
487
643
*
2010
82
74
495
651
* 2010년도 이용 대학 수는 2009년 3월 31일 현재의 예정 수임.
6) 2년제 대학으로 과거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 해당한다.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 문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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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학6)
공립
13
14
17
15
16

사립
120
134
139
139
147

계
133
148
156
154
163

대학에 따라 합격자의 최종 판정에서 센터시험 득점의 이용 방법은 다양하다. 센
터시험을 입시에 반영하는 방법은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결정하며 그 유형은 다음
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센터시험 단독형
센터시험 결과만으로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는 형태로 일부 사립대학에서 대학 독
자적으로 실시하는 정규 입학시험과 별개로 특별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
가 많다. 이 경우에 입학 정원은 정규시험보다 적고, 센터시험의 득점만으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합격을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득점이 요구된다.
(2) 센터시험 + α형
센터시험의 결과와 2차 시험(대학에 따라서는 소논문과 면접시험 등도 포함한다)
의 결과를 합산해서 종합성적으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형태이다. 현재 거의 모
든 국 공립대학에서 입학자 선발 시험의 형태가 이 형태에 해당한다.
(3) 센터시험 1차 선발형
센터시험 결과를 제1차 선발7)에만 이용하고 최종적인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과거
우리나라의 본고사에 해당하는 제2차 시험(개별학력시험)의 결과만을 이용하는 형태
이다. 이 형태는 토쿄대학과 교토대학 등에서 실시하는데 이러한 대학과 같이 지원
자의 학력 수준이 매우 높은 대학의 경우에는 센터시험의 점수에서 개인차가 거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센터시험이 대학에서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능력과 학력을 판
별할 수 없기 때문에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목적으로 센터시험의
점수를 1차 선발 자료로 이용한다.

7) 소위 ‘아시끼리(あしきり)’라고 불리는 단계로서 국 공립대학 입시에서 성적이 나쁜 사람을 우선 탈
락시키는 것을 말한다.
Ⅰ.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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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센터시험의 구성 및 출제

가. 센터시험의 구성

센터시험의 출제 과목은 2009년 현재 6개 교과 28개 과목이며, 시험의 구성은
<표 Ⅰ-3>과 같다.
<표 Ⅰ-3> 센터시험의 구성

시험일 교과
출제 과목
배점
시험시간 과목선택 방법
공민 현대사회, 정치 경제, 윤리
100점
9:30～10:30(60분) 3과목 중 택 1
세계사B,
지리 세계사A,
일본사A,
일본사B,
200점
11:15～12:15(60분) 6과목 중 택 1
제1일 역사
지리A, 지리B
국어
국어*
200점
13:30～14:50(80분)
독일어, 프랑스어, 필기**: 200점 15:35～16:55(80분) 5과목 중 택 1
외국어 영어,중국어,
한국어 듣기평가 (영어):50점 17:35～18:35(30분)
이과① 이과종합B, 생물Ⅰ
100점
9:30～10:30(60분) 2과목 중 택 1
수학① 수학Ⅰ, 수학Ⅰ 수학A
100점
11:15～12:15(60분) 2과목 중 택 1
수학Ⅱ, 수학Ⅱ 수학B,
제2일 수학② 공업수리기초, 부기***회계,
100점
13:30～14:30(60분) 5과목 중 택 1
정보관계기초
이과② 이과종합A, 화학Ⅰ
100점
15:15～16:15(60분) 2과목 중 택 1
이과③ 물리Ⅰ, 지학Ⅰ
100점
17:00～18:00(60분) 2과목 중 택 1
* 국어의 출제 범위에 한문이 포함되어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한문을 분리하여 제2외국어/한문 영역
에서 분석함.
** 듣기 평가에서는 ‘IC player’라고 불리는 음향재생기기가 개인별로 지급됨.
*** 본 보고서에서 부기 회계, 정보관계기초 과목은 직업탐구 영역에서 분석하였음.

출제과목은 모두 28개이고, 수험생들은 이들 과목 중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응시할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표 Ⅰ-3>에서 볼 수 있듯이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최대 과목 수는 9과목이다. 수험생은 각자가 지원하는 대학의 학부 또는 학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 문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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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지정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로는 외국어에서 ‘영
어(필기)’를 보는 경우, 지원하는 대학의 학부와 학과가 ‘영어(듣기)’를 지정하지 않
아도 수험생은 반드시 듣기시험을 봐야 한다. 시험 과목은 수능과 달리 수험생이 미
리 선택할 필요가 없고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선택할 과목을 표기하여 시험 당시에
바로 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은 주로 7～8개 과목을 선택하고, 하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은 3～4개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
은 최근 5년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표 Ⅰ-4> 참조).
<표 Ⅰ-4> 선택과목 수에 따른 응시자 변화 추이

연도
9과목
8과목
7과목
선 6과목
택
과 5과목
목
수 4과목
3과목
2과목
1과목
응시자
합계
평균선택
과목 수

2005
인원 비율
(명) (%)
19,719 3.8
124,607 23.8
151,672 28.9
21,969 4.2
30,027 5.7
46,841 8.9
109,436 20.9
16,973 3.2
3,359 0.6
524,603
5.85

2006
인원 비율
(명) (%)
21,485 4.2
106,086 20.9
163,214 32.2
20,018 4.0
26,596 5.3
53,129 10.5
98,071 19.4
15,048 3.0
2,812 0.6
506,459
5.88

2007
인원 비율
(명) (%)
21,435 4.2
102,593 20.1
166,686 32.6
19,436 3.8
25,600 5.0
52,637 10.3
104,172 20.4
15,558 3.0
3,115 0.6
511,272
5.83

2008
인원 비율
(명) (%)
20,234 4.0
95,083 18.9
171,935 34.1
18,676 3.7
24,418 4.8
48,935 9.7
107,119 21.2
15,076 3.0
2,911 0.6
504,387
5.81

2009
인원 비율
(명) (%)
18,945 3.7
90,526 17.8
178,922 35.2
18,753 3.7
24,886 4.9
48,563 9.6
109,329 21.5
14,835 2.9
2,862 0.6
507,621
5.79

나. 센터시험의 출제 체제

대학입시센터의 운영 방식은 [그림 Ⅰ-2]와 같다. 문항 제작을 비롯한 각종 위원
회의 위원은 대학, 고등학교, 교육위원회 등에서 파견된 위원으로 구성하고, 센터시
Ⅰ.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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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은 이 시험을 이용하는 국 공 사립의 각 대학이 대학입시센터와 협력하여 같은
날에 동일한 시험문제로 공동 실시하는 형식을 취한다.
대학, 고등학교,
교육위원회, 경험
있는 전문가 등

위원 파견, 의견 개진 평가

각종 위원회 위원 파견
대학입시센터시험
이용 대학

대학입시센터
공동실시

대학입시센터시험
[그림 Ⅰ-2] 대학입시센터 운영 방식
센터시험을 공동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학입시센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시험문제의 작성, 인쇄, 운송
◦시험 안내, 실시 매뉴얼 등의 작성
◦원서 접수, 시험장 지정, 수험표 교부
◦답안 채점, 집계
◦시험 성적 각 대학에 제공
◦시험 성적 본인 제공
한편 센터시험을 입시에 이용하는 대학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센터시험의 이용 교과 과목 및 입학 사정 방법 예고
◦시험장의 설정, 시험 감독자 등의 선출
◦지원자의 수험 안내 배부
◦시험 실시, 시험지와 OMR카드 정리 반송, 시험 성적의 청구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 문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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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문항 제작자 파견
센터시험 문항 제작은 3개의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각 위원회의 구성은 교과마
다 센터시험의 문항을 작성하는 교과 과목 제1위원회, 작성된 문항의 타당성을 검토
하기 위해 주로 제1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자로 구성되는 교과 과목 제2위원회, 각
과목 간 내용의 적합성과 중복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교과 과목 제3위원회로
되어 있다. 교과 과목 제1위원회는 과목마다 20명 정도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고 재임 중의 개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위원들은 경험자와 무경험자의 업
무 연계를 위하여 1년마다 50% 정도만 교체된다.
각 교과별 선택과목 사이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각 부서에서는 축적된 문항 제작
이나 난이도의 조정에 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시험의 문항 수와 배점을 정한다.
고려해야 할 적절한 항목을 정하여 최근 평균 점수 변화 등을 참고하면서 난이도를
조정한다. 또한 센터시험의 난이도에 관해서는 매년 각 과목의 평균이 만점의 60%
가 되도록 목표를 정한다. 과목마다 문항 수와 배점, 문항 구성에 관해서는 각 부서
내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특정 과목에서 문항의 개수나 배
점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질문 형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센터시험 문항은 본시험용 1세트, 추가시험용 1세트로 1년에 총 2세트의 문항이
제작된다. 본시험은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서 시행되는 시험이고, 추가시험은 질병이
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시험을 치루지 못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여 본시
험 일주일 후에 전국 두 개의 장소에서 실시되는 시험이다. 본시험과 추가시험의 난
이도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추가시험이 본시험보다도 어렵다는 평이 있지만, 공식적
으로 이들 시험 간의 난이도 차이는 공개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시험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등으로 인해 본시험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을 경우에 시행되는 시험을 재시험이라 한다. 재시험은 본시험에서
실시되지 못한 과목에 대해서만 시행되며, 추가시험과 같은 날 같은 문항으로 치러
진다.
문항 제작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한 달에 하루에서 길게는 3일 정도 대학입시센
터에 마련된 보안시설에 모여 문항 제작 작업을 하는 출퇴근 방식을 취한다. 보안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철저한 보안 검색을 거치며, 출제에 필요한 자료나 도구 등을
가지고 들어갈 수는 있으나 나올 때는 아무 것도 가지고 나올 수 없다.
Ⅰ.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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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센터시험의 시행

가. 센터시험의 대상 및 실시 규모

대학입시센터에서는 센터시험의 응시자격을 각 대학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밝히고 있다.
◦고등학교 또는 중등교육기관8)을 졸업한 자 또는 해당 학년도 졸업 예정자
◦통상의 과정으로 12년 학교 교육을 수료한 자 또는 해당 학년도 3월 졸업 예정자
◦학교교육법시행규칙 제150조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해당 학년도 3월 31일까지 이에 해당하는 예정자
이상의 응시자격을 만족하는 희망자는 대학입시센터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시험
응시를 신청하며, 신청할 때 개인별 성적 통지를 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신청서도
함께 접수시켜야 한다. 응시에 필요한 검정 수수료는 2009년 현재, 3교과 이상에 대
해 응시할 경우 18,000엔, 2과목 이하에 응시할 경우 12,000엔을 낸다. 개인별 성적
통지에 대한 수수료는 800엔을 받고 있다.
센터시험은 1년에 1회, 1월 중순의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실시된다.
2009년의 경우, 1월 17일(토), 18일(일)에 실시되었다. 2009년 이후부터는 시험일을 1
월 13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과 일요일로 확정하여 문부과학성에서 각 국 공립대학
장에게 통보하였다.
센터시험이 실시되는 1월 중순9)은 매우 추운 동절기이기 때문에 눈이 내려 공공
교통 운행에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시험장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시험의 시
작 시간을 늦추거나 별실에서 시험을 보게 하는 임시 조치가 취해지기도 한다.
일본 대학입시의 전형 방법은 대학에 따라 다양하며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진
학 희망 대학의 전형 방법에 따라 입시를 준비하게 된다. 센터시험을 입시에 활용하
는 사립대학과 단기대학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센터시험에 지원하는
8)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총칭한다.
9) 일본은 신학기가 4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시험이 치러지는 시기가 수능보다 더 늦다.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 문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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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는 큰 변화가 없다. 센터시험의 지원 및 응시자 수는 <표 Ⅰ-5>와 같다.
<표 Ⅰ-5> 센터시험 지원자 및 응시자 수의 변화

응시자 수(명)
지원자
연도 수(명) 본시험 추가 재시험 본시험 + 본시험 + 전체 응시율
(%)
시험
추가시험 재시험
2005 569,950 524,393 101
59
50 524,603 92.04
2006 551,382 506,241 125
78
15 506,459 91.85
2007 553,352 511,105 77
73
17 511,272 92.40
2008 543,385 504,136 65
82
104 504,387 92.82
2009 543,981 507,105 125
84
67 507,621 93.32
* 표에서 ‘추가시험’, ‘재시험’은 본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여 사유에 따라 추가시험이나 재시험에 응시한
경우이고, ‘본시험+추가시험’, ‘본시험+재시험’은 본시험 응시 도중에 해당 사유로 인해 치르지 못한
과목만 추가시험이나 재시험으로 응시한 경우를 표시한 것이다.

상세한 실시 규모는 2009년 시험을 예로 들면, 먼저 지원자 수는 543,981명으로
전 연도에 비해 596명 늘었다고 한다. 센터시험 시행 초기부터 응시자 수의 변화 추
이는 [그림 Ⅰ-3]과 같다. 90년대 초에 고교나 중등교육기관에서 한해 졸업하는 학
생 수는 약 180만 명을 넘다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신규 졸업
자 중에서 센터시험에 응시하는 학생 수는 다소 증가하거나 유지되는 양상을 보여
전체적으로 응시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원(명
)

고교 등 신규졸업자 수

응시자
수

응시율

응시율(%)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연도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그림 Ⅰ-3] 고교 등 신규 졸업자 수에 대한 응시자 수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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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센터시험의 시행 절차

센터시험의 시행 절차는 2009년의 경우 <표 Ⅰ-6>과 같은 순서로 시행되었다.
시기
2008년

2009년

<표 Ⅰ-6> 2009년도 센터시험 시행 과정
7. 31
9. 1
10. 1 ～ 10. 14
12월 중순
1. 17 ～ 1. 18
1. 21
1. 23
1. 24 ～ 1. 25
2. 3 ～
2. 5
4. 6 ～

시행 과정
국 공 사립대학의 선발요강 발표
선발 시험 안내서 배부
응시원서 접수
수험표 교부
시험 실시
시험 자료 중간발표
점수 조정
추가시험 및 재시험 실시
성적 제공
시험 자료 최종발표
성적 열람

시험 실시 후 이루어지는 시험 자료 중간발표에서는 시험의 난이도와 평균 및 표
준편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후 선택과목 간의 평균 점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이유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점수 조정을 실시한다.
추가시험은 질병, 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센터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수험생을 대상으로 전국 두 곳에서 실시되었다. 수험생이 추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서는 소정의 기준에 의해 각 대학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심사하고 응시를 허가해야
한다.
폭설 지진 등에 의한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센터시험이 정해진
시기에 실시하지 못했거나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에 대해서만 재시험을
실시한다. 재시험은 추가시험이 실시되는 날에 같이 실시하고 이날에도 실시가 불가
능한 경우에는 이날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실시한다.
수험생이 시험 장소에 지각하는 경우에 시험장 입실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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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장애의 종류 정도에 따라 신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배려가 주어진다.
◦점자 출제 해답, 확대문자 출제, 시험 시간의 연장, OMR카드 마크 방식에 따
르지 않는 문자 또는 표기 방법으로 답지 작성, 대필에 의한 답지 작성, 수화통
역자 배치, 특별 시험실 배정
◦중증 난청자 등 듣기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듣기 시험 면제
4

센터시험의 채점 및 성적 제공 방법

가. 센터시험의 점수 산출 절차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센터시험에서도 선택과목 간의 유 불리 문제는 존
재한다. 센터시험의 ‘이과’ 과목은 많은 수험생이 물리, 화학, 생물, 지학 등의 과목
중에서 1개 또는 2개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지만 대학은 과목에 관계없이 결과로 얻
어진 점수를 ‘이과 과목 점수’로 동등하게 취급한다. 이러한 것은 지리역사와 공민
과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선택과목 시험의 경우에 그 난이도와 표준편
차의 차이가 크다면 선발시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공정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출제 과정에서 선택과목 간에 난이도 차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센터시험에서 선택과목 간 점수 차이가 크게 나서 점수
를 조정한 경우는 1998년 ‘지리역사’의 지리B와 일본사B의 과목 간에 현저한 평균점
차이로 인한 점수 조정이 현재까지 유일한 경우였고, 센터시험의 전신인 공통 제1차
학력시험에서는 ‘이과’ 과목 간에 현저한 점수 차가 발생하여 1989년에 점수 조정을
한 경우가 있다.
현재는 센터시험에서 선택과목 간의 평균 점수가 20점 이상 차이가 나고, 그 이유
가 시험문제의 난이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점수를 조정한다. 점수 조
정 대상 과목은 다음과 같으며, 수학과 외국어 과목은 조정 대상이 아니다.
◦지리역사의 ‘세계사B’, ‘일본사B’, ‘지리B’
Ⅰ.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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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의 ‘현대사회’, ‘윤리’, ‘정치 경제’
◦이과의 ‘물리Ⅰ’, ‘화학Ⅰ’, ‘생물Ⅰ’, ‘지학Ⅰ’
점수 조정은 하지 않았지만 1997년 센터시험에서도 ‘수학’ 과목에 있어 학습지도
요령의 구과정과 신과정 대응 과목 사이에 큰 점수 차이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이 해에 대학입시센터는 그간 발생한 센터시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①고등학
교 관계자에 의한 난이도 등의 점검 체제 정비, ②점수 조정 실시 방법에 대한 검
토, ③시험 결과의 중간발표, ④신과정 대응 및 구과정 대응의 2개 과목의 별도 출
제, ⑤고등학교 관계자를 출제자에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같은 해 5월에 대학입시센터에 ‘득점 조정 검토 위원회’를 설치하여 점수 조정 방
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그해 11월에 센터시험의 점수 조정 실시 방법이 발표
되었다. 이 방법은 1998년도 ‘지리역사’ 과목에서 발생한 점수 차에 대한 점수 조정
에 사용되었는데 이때 사용된 방법은 ‘분위점차축소법(reduced percentile method)’이
라 불리게 되었다. 분위점차축소법에 의한 점수 조정은 일반적으로 평균 차이가 20
점 이상일 경우에 검토되며, 조정을 하는 경우라도 원점수보다 낮아지는 경우는 허
용하지 않는다. 동백분위 방법의 확장된 형태로 볼 수 있는 이 방법은 일본 시험풍
토라고도 말할 수 있는 ‘원점수 절대주의’ 사고방식에서 고안된 것으로 엄밀한 의미
의 측정학적 방법은 아니며, 현행 센터시험의 시험제도와 수험생의 시험에 관한 심
리상태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개발된 일종의 타협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양길석 외, 2007). 1996년도까지는 ‘회기득점의 분부에 근거한 동백분위 방법’이라는
공통시험을 이용한 방법으로 점수 조정을 하였다. 하지만 시험과목이 다양화된 상황
에서 이용할 공통시험으로서 적합한 시험과목을 결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나. 센터시험의 점수 제공 방법

센터시험에서 점수란 과목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이 정답이면 1점, 오답이면 0
점을 부여하여 매긴 점수이다. 각 시험의 만점은 과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200점 만점이며 각각의 하위 문항에 적절히 배점이 부여되어 있다. 다만,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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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듣기 시험은 50점이 만점이다.
대학입시센터는 센터시험의 시험문제, 정답 및 하위 문항의 배점을 시험 실시 후
신속하게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험의 응시자 수, 평균 점수, 최고
점수, 최하위 점수, 표준편차 등에 대해서 중간발표를 1월 하순에, 최종발표를 2월 초
순에 한다.
각 대학은 해당 대학의 입학지원자가 제출한 센터시험 성적청구표를 근거로 지원
자의 성적을 대학입시센터에 청구한다. 대학입시센터는 각 대학의 청구에 따라 해당
대학이 요구하는 교과 과목의 시험 결과를 제공한다. 대학입시센터가 각 대학에 제
공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개인별 과목별 점수 및 합계 점수
국어는 대학이 특정 분야를 지정한 경우에는 과목별 점수에 분야별 점수가 제공
된다. 영어는 필기 듣기 별 점수가 제공된다.
○ 과목별 평균점, 표준편차 등
영어에 대해서는 필기 듣기별 평균점, 표준편차 등이 제공된다.
각 대학이 대학입시센터로부터 입학지원자의 시험 성적을 제공 받는데 있어 한사
람 당 1회에 한해 570엔의 성적 제공 수수료를 대학입시센터에 납부한다.
수험생에게는 성적 발급을 희망한 경우에만 센터시험 성적표가 발급된다. 성적 제
공 수수료는 800엔이며 통상적으로 모든 대학 입시가 완료된 시점인 그 해 4월 이
후에 신청한 수험생에게 각 과목의 성적이 인쇄된 용지가 우송된다. 수험생은 대학
에 원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는 자신의 센터시험 점수를 알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센터시험의 문제를 풀 때 문제 용지에 답을 메모해 두었다가 신문 등의 매체에서
발표되는 정답 및 배점을 바탕으로 자신의 성적을 추정한다. 이와 같이 추정한 자기
채점의 결과를 대형 학원에 보냄으로써 지원한 대학의 지망자 중에서 자기 성적의
상대적 위치를 대강 알 수 있게 된다. 센터시험 수험생의 대부분은 복수의 학원에
자기 채점 결과를 보내기 때문에 학원 별로 수험생의 순위나 합격 판정의 결과가
크게 차이나는 일은 별로 없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해 센터시험 성적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센
터시험 점수 열람을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은 대형 학원 등이 제공
하는 센터시험 결과의 자기 채점을 기초로 지원 대학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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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로서는 학생의 자기 채점 결과와 최종적인 시험 결과의 자기 신고 자료를 보
관 축적해서 고등학교마다 독자의 진학 자료를 작성해서 학생의 진로지도에 활용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센터시험의 성적은 2002년부터 그 전년도 센터시험 성적까지 대학입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왔으나, 2010년부터는 과거 3년간의 센터시험을 대학입시에 사
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방안이 2008년에 발표되었다. 이의 신청과 관련해서는 정
식 절차는 없으나 학원을 통해서 민원을 출제위원에게 보낸다. 기간은 시험 자료 중
간발표와 최종발표 사이의 3일 정도만 반영하고 있다.
5

센터시험의 평가 결과 보고

대학입시센터에는 센터시험의 문항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문제를 작성한 교과 과
목 제1위원회 위원과 각 지역 교육위원회로부터 추천된 고등학교 교원 등으로 구성
된 ‘시험문제 평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 위원회로부터 센터시험이 종료된 후
출제된 시험문제의 내용, 수준, 출제 방법 등에 대한 고등학교 교원으로부터의 의견
과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와는 별도로 각 시험 과목에 관련된 교육 연구 단체나 학
회로부터 의견 및 평가도 받고 있다. 이러한 의견과 평가를 반영한 문항 제작 부서
의 의견을 제출받아 해마다 ‘대학입시센터시험 시험문제 평가위원회 보고서’를 내고
있다. 이 보고서는 향후 센터시험의 문제 제작에 반영되며, 고등학교에서 학생 지도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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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능 영역별 센터시험
관련 과목 문항 분석

1.
2.
3.
4.
5.
6.
7.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외국어(영어) 영역
사회탐구 영역
과학탐구 영역
직업탐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

영역별 관련 과목 분석에서는 문제지의 구성(문항 수, 시험 시간, 문항당 소요 시
간), 문항 유형, 난이도 등에 대해서 수능의 영역 구분에 따라 분석하고 시사점을 얻
고자 한다.10)

1

언어 영역

가. 시험의 구성과 특징

센터시험에서 수능 ‘언어’ 영역에 해당하는 시험이 ‘국어(國語)’라 할 수 있다. 수
능 언어 영역 개선에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센터시험 ‘국어’의 시험 구성을 알아보
고 개별 문항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11)
1990년부터 도입된 센터시험은 ‘대학 입학 지원자가 고등학교 단계에서 기초적인
학습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과목별 기초학력고사’이다. ‘국
어’ 교과는 1990년～1996년에 ‘국어’로 일원화하여 실시한 것을 1997년～2005년에는
‘국어Ⅰ’과 ‘국어Ⅰ 국어Ⅱ’로 나누어 실시하다가, 다시 2006년부터 ‘국어’로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10) 분석 내용을 서술하는데 있어 ‘2009년’과 ‘2009학년도’를 혼용하고 있어 이해하는데 혼동을 줄이기
위해 분석에 사용된 입시센터문항은 2009년 1월에 시행된 것이고, 수능 및 수능모의평가 문항은
2008년에 시행된 2009학년도 문항임을 밝혀둔다.
11) 참고로 두 시험의 응시자 수를 비교하자면, 2009년에 센터시험의 경우 약 48만 명(졸업생의 79%)
이 응시하였으며, 수능의 경우 약 55만 명(졸업생의 98%) 가량이 응시하였다. 그리고 2009년 평균
점수를 비교하면 센터시험은 ‘국어’가 백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57.73점, 수능은 ‘언어’가 64.2점
정도로 대략 60점대를 유지하려는 경향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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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1> 센터시험 국어 과목의 변천
과목
배점
문항 수
검사 시간
출제 범위
문항 유형

1997～2005년
2006년 이후
<국어I>
<국어I 국어Ⅱ>
<국어>
중 택일
200점
200점
35개
36개
80분
80분
시험2일차 (09:30-10:50)
시험1일차 (13:30-14:50)
<국어표현I>의 내용에서
<국어I 국어Ⅱ>는 국어I과 국어Ⅱ를 <국어종합>,
출제하며,
근대이후의
문장, 고전(고문,
종합한 범위에서 출제함
한문)을 출제함
평론 (11개 문항, 50점)
평론 (11개 문항, 50점)
소설 (8개 문항, 50점)
소설 (9개 문항, 50점)
고문 (8개 문항, 50점)
고문 (8개 문항, 50점)
한문 (8개 문항, 50점)
한문 (8개 문항, 50점)

구체적으로 ‘국어’의 문항 유형을 살펴보면, 내용 영역상 근대문과 고전으로 크게
이분하고, 근대문은 ‘평론’과 ‘소설’로, 고전은 ‘고문’과 ‘한문’으로 나누어 4영역 각 50
점의 배점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영역 구분은 센터시험의 ‘국어’ 시험이 고등학교 국
어 기초학력을 점검하는 것인 만큼 현행 일본의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을 충실
히 반영한 결과이다.12) 일본은 우리와 달리 중 고등학교 교육에서 한자나 한문이 과
목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국어 교과 속에 편입되어 있어서 ‘한문’ 영역으로 들어
와 있다. ‘평론’, ‘소설’, ‘고문’, ‘한문’의 각 영역은 모두 지문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어휘와 읽기 관련 문항을 배치한다. 이를 순서대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12) 현행 일본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을 보면, 국어 교과에 ‘국어표현Ⅰ’, ‘국어표현Ⅱ’, ‘국어종합’,
‘현대문’, ‘고전’, ‘고전강독’ 등의 여섯 개 과목이 있다. 앞의 세 과목은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고, 뒤의 세 과목은 선택과목이다. 각 학교의 교육과정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일반
적으로 보통의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국어종합’을 이수하고, 2학년 과정부터
‘현대문’, ‘고전’, ‘고전강독’ 중에서 선택한다.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대학 입시에 대한 준비 때
문이다(한예원, 2003: 156).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 문항 분석

24

⑴ 평론(評論)
○ 개관
순서

성격

지문 분량

점수

첫째 지문 근대 이후의 비문학 제재 글
약
(第 1問) (사회학, 철학, 역사학 분야) 3500-4500자

50

문항
6개 설문, 11개 해답 번호
(1번 설문에 5개 해답 번호, 6번
설문에 2개의 해답 번호 선택)

국어 시험 중 첫째 영역은 ‘평론’으로 근대 이후에 발표된 사회학, 철학, 역사학
등의 분야에서 약 4000자 안팎의 지문 하나와 그에 딸린 6개의 설문 아래 11개의
문항이 제시된다. 지문의 수준은 수능의 비문학 읽기 부분과 비슷하게 고등학교 졸
업생이 독해하기에 적정한 정도지만, 지문의 분량이 약 3배 이상 되며 문항의 수도
많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문이 기존에 발표된 논저에서 일부를 그대로 발췌하여 제시하기 때문에
출제자가 거의 창작하는 수능의 지문에 비해 실제적인 독서에 가까운 읽기 상황을
제공하는 것도 수능과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유형
 어휘 이해
1번 설문이 지문에 사용된 한자 어휘와 같은 어휘를 답지에서 찾는 문제인데, 그
아래에 모두 5개의 문항이 구성되어 있어서 해답 번호도 다섯 군데에 답을 해야 하
며, 문항당 배점은 2점씩으로 총 10점 만점으로 설계되어 있다.
<예시>
문1
옆줄 친 (가)～(마) 의 한자와 같은 한자를 포함하는 것을, 다음의 각 군의 ①～⑤ 중에서, 각각 한
개씩 선택하시오.
(가) 항상 (恒常- 코우죠우테끼)
① 매년 하는(恒常- 코우레이) 떡 만들기 대회를 연다.
② 사회의 진보에 기여(貢献- 코우켄)하다.
③ 지역 진흥(振興- 신코우) 대책을 생각하다.
④ 균형(均衡- 킨코우) 상태가 무너지다.
⑤ 병의 증상(症候- 쇼우코우)이 유지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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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 추론적 독해
2번부터 5번까지의 설문은 지문에서 줄친 핵심적인 문장의 문맥적 의미나 세부적
인 정보를 묻거나 필자의 관점을 추론하도록 하는 문제들인데, 각각 하나씩의 해답
번호를 고르도록 하며 각 설문당 배점은 8점씩으로 설계되어 있다.


<예시>
문4
옆줄 친 C “싫증나는 일에 질려 버리는 순간이 아이들에게 찾아온다.” 문장을 통해 필자는 아이들
이 어떠한 상태에 처해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다음의
①～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① 게임의 거듭되는 모델 변경에 관심을 잃은 아이들은 갑자기 야외에서의 놀이를 떠올림으로써
관리사회의 세계관과는 다른 세계관에 빠지게 된다.
② 계속해서 판매되는 실내 게임에 매력을 못 느끼게 된 아이들은 관리사회의 세계관을 다른 놀이
에서도 감지했을 때 다른 세계관에 근거한 놀이로 향할 가능성을 손에 넣게 된다.
③ 완구 산업이 제공하는 실내외의 놀이에도 싫증난 아이들은 타인을 반복해서 이기는 것을 자성
하기 시작하며 새로운 세계관을 자신의 안에서 찾아내려 하고 있다.
④ 아이들은 상업주의의 세계관을 알게 된 것과 동시에 관리사회의 세계관으로부터도 이탈하고 있
는 것이 되므로 새로운 세계관이 내포된 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⑤ 상업주의가 제공하는 놀이에 관심을 잃고 관리사회의 세계관에 질려 버린 아이들은, 다른 세계
관을 접했다고 해도 이미 놀이의 열의를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문5
옆줄 친 D “숨어 있던 사람이 잡혀있는 친구를 데리고 돌아오려 하는 곳은 언제나 아질(?) 쪽, 즉
시민사회의 제외적인 영역이다.” 문장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다음의 ①～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① 숨은 사람에게 있어 깡통을 차서 친구를 돕는 행위는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생각이 강해져서
나온 결과이며, 공동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로부터 피하는 것은 동료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지니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② 숨은 사람에게 있어 깡통을 차서 친구를 돕는 행위는 깡통을 차는 행위 그 자체에서 기쁨을 얻
을 수 있기에 답답한 시민사회로부터 피하는 것이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재생할 수 있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③ 숨은 사람에게 있어 깡통을 차서 친구를 돕는 행위는 심신이 더러워지지 않은 자기의 발견에
기인하며 상호 공동성을 강요하는 사회로부터 피하는 것은 다양한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 다시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④ 숨은 사람에게 있어 깡통을 차서 친구를 돕는 행위는 동료와의 연대감에 근거하는 것이며, 경
쟁에서 상대를 떨어뜨리는 사회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평화로운 공동체 속에 계속 있는 것을 의
미하기 때문에
⑤ 숨은 사람에게 있어 깡통을 차서 친구를 돕는 행위는 혼자서 사는 고독에의 불안으로부터 유래
된 것이며, 사생활주의를 옹호하는 사회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동료와 함께 계속 있는 것을 의
미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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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독해
마지막 6번 설문은 지문에 있는 인용의 효과나 서술상의 특징 등을 묻는 문제인
데, 6개의 답지 중에 적절한 설명 2개를 골라 각각의 해답 번호를 제시하도록 하여
각 4점씩 총 8점 만점으로 설계되어 있다.


<예시>
문6
이 글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서 적절한 것을 다음의 ①～⑥ 중에서 두 개 선택하시오. 단 번호의
차례는 상관없다.
① 점선 부분 a‘후지타 쇼조’의 논문은 ‘숨바꼭질’에 관한 연구이고, 이 문장에서는 동종의 연구가
얼마나 많이 되어 왔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루어지고 있다.
② 점선 부분 a‘후지타 쇼조’의 논문은 필자의 의견과는 반대 입장이며, 이 문장에서는 필자의
의견에 대비되는 이론(異論)과 반론의 예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③ 점선 부분 b처럼 ‘초등학교 6학년의 남자 아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언급한 것은, ‘숨바꼭질’과
‘깡통차기’ 등의 본질과 특징에 대한 체험담을 통해 필자의 의견에 현실성을 더하기 위해서
이다.
④ 점선 부분 b처럼 ‘초등학교 6학년의 남자 아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언급한 것은, ‘복수 오니’
를 잘 알고 있는 아이를 등장시킴으로써 어른과 아이의 생각의 차이를 지적하기 위해서다.
⑤ 이 글은 ‘숨바꼭질’과 ‘깡통차기’와 같은 아이들의 놀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나 성격을
나타내는 비유로서 현대인의 ‘시민사회’와 ‘관리사회’를 들고 있다.
⑥ 이 글은 ‘숨바꼭질’과 ‘깡통차기’와 같은 친밀한 소재를 통해 현대인의‘시민사회’와 ‘관리사회’
가 갖고 있는 의미와 성격을 설명하려 하고 있다.

⑵ 소설(小說)
○ 개관
순서

성격

지문 분량

점수

둘째 지문
(第 2問)

근대 이후의 소설

약 4000-5000자

50

문항
6개 설문, 9개 해답 번호
(1번 설문에 3개 해답 번호, 6번
설문에 2개의 해답 번호 선택)

국어 시험 중 둘째 영역은 ‘소설’로, 근대 이후에 발표된 소설에서 약 4500자 안팎
의 지문 하나와 그에 딸린 6개의 설문 아래 9개의 문항이 제시된다. 지문의 수준은
수능의 현대소설 부분과 비슷하게 고등학교 졸업생이 독해하기에 적정한 정도지만,
지문의 분량이 약 2배 이상 되며 문항의 수도 많은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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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문맥적 의미 파악
1번 설문은 소설의 특정 구절의 문맥상의 의미를 파악하여 적절한 것을 다섯 개
의 답지에서 하나를 고르는 문제인데, 그 아래에 모두 3개의 문항이 구성되어 있어
서 해답 번호도 세 군데에 답을 해야 하며, 문항당 배점은 3점씩으로 총 9점 만점으
로 설계되어 있다.
<예시>
문1
옆줄 친 (가) ～ (다)의 본문 중에서 의미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다음의 각 군의 ①～⑤ 중에서 각
각 한 개씩 선택하시오. 해답 번호는 ⑿－⒁.
(가) 무료에 견딜 수 없었던
① 지루함을 참을 수 없었다.
② 쓸데없는 시간을 허락할 수 없었다.
③ 공허한 마음이 싫었다.
④ 불안함에 침착성을 잃었다.
⑤ 불쾌감을 억제할 수 없었다.

추론적 감상
2번 설문은 소설의 특정 부분에서 인물이 상상한 내용을 바르게 추론한 것을 찾
는 문제인데, 다섯 개의 답지 중 적절한 답지 하나를 골라 답해야 하며, 배점은 7점
이다. 3번 설문은 소설의 특정 부분에서 인물이 느낀 감정의 이유를 바르게 추론한
것을 찾는 문제로 배점은 8점이다. 4번 설문은 소설의 특정 부분에서 암시되어 있는
인물의 심리를 정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추론하는 문제로 배점은 9점이다. 앞의 2번,
3번 설문과 마찬가지로 인물의 심리를 추론하는 문항인데 난이도에 따라 각각 배점
을 달리하고 있다. 5번 설문은 소설의 인물이 특정한 상황에서 느꼈을 심정을 바르
게 추론하는 문제로 배점은 9점이다.


<예시>
문2
옆줄 친 A “그런 일동의 움직임에 시종 관계없이 있었던 것은 아버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
종 관계없이’인 아버지의 심정에 대해 ‘그’가 상상한 내용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다음의 ①～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해답 번호는 ⒂.
① 아버지는 70년의 세월을 보낸 집이 자신의 인생과 결합되고 있으므로 이사하지 않고 계속 있고
싶어 하고 있다.
② 아버지는 자신의 집에 대한 애착이 가족의 누구보다 깊은 것을 느껴 화려하고 쾌활한 파티의
개최에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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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버지는 70년간을 보낸 집이 없어지면 자신이 살아 온 것의 증거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마음
이 무거워져 있다.
④ 아버지는 손 놓는 집을 생각하면 감상적으로 되어 떠들썩한 아들 부부와 손자들의 행동을 불쾌
하게 생각한다.
⑤ 아버지는 자신의 생애와 떼어낼 수 없는 집에 대한 생각이 깊고 그 기분을 가족에게 이야기해
도 이해해 주지 않아 슬퍼하고 있다.
문5
옆줄 친 D “미닫이를 끝내고 맹장지에 손을 대었을 때 그는 갑자기 허무함을 느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는 ‘허무함을 느꼈다’란 말인지,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다음의 ①～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해답 번호는 ⒅.
① 감상적인 기분이 된 ‘그’는 다른 가족에게 등을 돌려 아버지와 함께 쓰레기를 소각했지만 가재
도구를 태운다고 하는 행위로 집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는 것에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어 졌기
때문에
② 가재도구를 처분하려는 의리가 있는 아버지에게 반대하는 ‘그’는 그 한편에서 아버지의 동정하
는 마음으로부터 협력하고 있는 자신을 뒤돌아보았을 때 아들로서 집을 계승해서 유지할 수 없
는 무력함을 느꼈기 때문에
③ 아버지와 이사 후 뒷정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덧 가재도구를 태우는 것에 열중하던 ‘그’는
그것이 가족 각각이 뽑아 온 이 집의 역사를 소멸시키는 것을 알고 죄악감을 느꼈기 때문에
④ 오로지 계속 가재도구를 소각한 아버지와는 달리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은 충동으로부터 몹시
거친 행위에 이른 ‘그’는 그것이 집을 애석 해하는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의 배출구에 지나지 않
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⑤ 새로운 소유자의 예의여서 가재도구를 처분하고 사회적 체재를 손질하려는 아버지를 비판하는
‘그’는 작업을 빨리 끝내려고 난폭하게 행동하는 자신에 대해서 혐오감을 품었기 때문에

비판적 감상
마지막 6번 설문은 소설의 미학적인 장치 즉 시점, 문장 부호의 효과, 문체, 묘사,
시간 등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찾는 문제로, 6개의 답지 중에 2개를 골라 각각의 해
답 번호를 제시하도록 하여 각 4점씩 총 8점 만점으로 설계되어 있다.


<예시>
문6
이 글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다음의 ①～⑥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시오.
다만, 해답의 순서는 불문한다. 해답 번호는 ⒆,⒇.
① 이 글은 등장인물인 ‘그’의 시점에 동행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주위 인물의 시점도 도입해 말하
고 있으므로, 각각의 인물의 심리가 알기 쉬워졌다.
② 본문 중 “실제는 토지를 팔았지만, 그는 아무래도 집을 팔았다, 라고 발상해 버린다.”의 전후에
( )가 붙여져 있는 것은 토지 매매의 현실을 거절하려고 하는 ‘그’의 생각을 독자에게 설명하
기 위해서이다.
③ 본문의 어말 표현에 주목하면, “의다(のだ)”, “것이다(のである)”라고 한 어말을 자주 볼 수 있
다. 이것은 주인공의 ‘그’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봐서 타당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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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본문 중의 “몸이 시들었을 뿐 피부의 주름이 증가해”, “끊임없이 살을 쥐어뜯는 듯한 기침을 했
다.”라는 표현은 퇴직 후의 환경 안에서 급속히 노화된 아버지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⑤ 이 글은 비 속 뜰에 잠시 멈춰서 있는 시점에서 이사 날을 되돌아보고, 더욱이 아버지의 과거
와 이사의 수속이 있던 것을 되돌아본다는 것처럼, 시간을 중층화 시킨 구성이 된다.
⑥ 본문의 회화 표현에 주목하면 회화 표현일지라도 “ ”이 붙어 있는 것과 “ ”이 붙어 있지 않은
것이 있어, 그것은 어느 등장인물이 이야기한 회화인지 구별된다.

⑶ 고문(古文)
○ 개관
순서

성격

지문 분량

점수

문항

셋째 지문
(第 3問)

고전 산문

약 1300-1700자

50

6개 설문, 8개 해답 번호
(1번 설문에 3개 해답 번호 선택)

국어 시험 중 셋째 영역은 ‘고문’으로, 고전 산문에서 약 1500자 안팎의 지문 하나
와 그에 딸린 6개의 설문 아래 8개의 문항이 제시된다. 지문의 수준은 수능의 고전
수필 부분과 비슷하지만 고문을 현대어로 번역하여 제시하는 수능과 달리 각주를
많이 제공하되 원문 그대로 제시하고 있어 고등학교 졸업생이 독해하기에 조금 어
려운 정도이다. 지문의 분량은 수능보다 조금 더 긴 편이며 문항의 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 유형
 어구 해석
1번 설문은 고전의 어구를 현대어로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인데,
그 아래에 모두 3개의 문항이 구성되어 있어서 해답 번호도 세 군데에 답을 해야
하며, 문항 당 배점은 5점씩으로 총 15점 만점으로 설계되어 있다.
<예시>
문1
옆줄 친 (아)～(우)의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다음 각 군의 ①～⑤ 중에서 각각 한 개씩 선택
하시오. 해답 번호는 (21), (22).
(이) “なべてならぬ匂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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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만저만이 아닌 훌륭한 색조와 향기
② 전체가 한결같지 않은 색조와 향기
③ 생각지 못할 만큼 세련된 향기
④ 일반적이지 않은 기발한 색조
⑤ 일면에 퍼지는 희미한 향기
※(아), (우) 생략

어법 이해
2번 설문은 지문에 쓰인 세 가지 경어의 대상과 주체를 묻는 문제로 배점은 6점
이다.


<예시>
문2
점선 부분 a～c의 경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다음 ①～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해
답 번호는 (24).
①
a…병위좌가 병부경궁에 경의를 나타내는 겸양어
b…작자가 도키와에게 경의를 나타내는 존경어
c…도키와가 병부경궁에게 경의를 나타내는 공손한 말
※②～⑤ 생략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3번 설문은 지문에 삽입된 와카(和歌)의 표현 기법과 효과를 묻는 문제로 고전 시
가와 수사법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삽입된 장면에서의 효과를 잘 알고 있어
야 해결할 수 있으며 유일한 부정 문두의 문항이다. 배점은 6점이다.


<예시>
문3
A～C의 노래의 표현 기법과 그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다음 ①～⑤ 중에서 하
나를 선택하시오. 해답 번호는 (25).
① A의 노래에서는 흰 국화꽃을 ‘너’로 비유함으로써 꺾은 국화의 아름다움을 아직 보지 않는 병
위좌(兵衛佐)의 여동생의 아름다운 얼굴을 재차 상상하는 병부경궁(兵部卿宮)의 심정을 나타내
고 있다.
② A의 노래에 이용된 ‘うつろふ(비추다)’에는, 병위좌의 여동생에 대해서 병부경궁의 마음이 기울
게 되는 것과 흰 국화 꽃의 색이 변하는 것의 양쪽 모두의 의미가 겹쳐있다.
③ B의 노래의 ‘오사카의 관문’을 ‘넘어’란, 병부경궁이 병위좌의 여동생을 ‘만나다(逢う)’것의 비유
표현으로, 위의 구 ‘왕래하는 길은 모르지만(行き通ふ跡は知らねど）’이 ‘逢う’을 이끄는 서문으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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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C의 노래의 ‘ふみ’에는 동음이의어로서의 ‘문장’과 ‘밟다’라는 의미가 겹쳐서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시키는 수사법이 이용되고 있다.
⑤ B의 노래와 C의 노래는 ‘이야말로(こそ)’를 이용한 가카리무스비(글 중에 고사가 사용되었을 때
그것이 문말의 진술에 영향을 주는 호응관계)로 병부경궁이 아직 보지 않는 병위좌의 여동생에
대한 생각, 대답을 받을 수 없는 슬픔의 심정이 강조되고 있다.

추론적 감상
4번 설문은 지문의 특정 부분에 함축되어 있는 인물의 심리를 묻는 문제로 구체
적이며 다양하게 심리 상태를 서술하고 있는 답지들이 일정한 매력도를 유지하고
있다. 배점은 7점이다. 5번 설문은 지문 전체를 통해 인물의 감정의 추이를 추론해
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지문 전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특정 인
물을 중심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할 수 있어야 해결이 가능한 어려운 문항으로
배점은 8점이다.


<예시>
문4
옆줄 친 X “발을 올려 편지를 던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의 도키와의 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다음의 ①～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해답 번호는 (26).
① 주인의 병부경궁으로부터 몇 번이나 병위좌의 여동생의 집의 사용을 명령 받아 그것이 헛되어
버림으로 번거롭게 느끼고 있다.
② 주인의 병부경궁의 편지를 병위좌의 여동생과 부인들이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인에 대해 무례
로 취급을 당하여, 분하게 생각한다.
③ 주인의 병부경궁이 병위좌의 여동생에게 몇 번이고 편지를 보내는 등, 특별한 취급을 하므로,
병위좌의 여동생에 대해서 심한 질투를 느끼고 있다.
④ 주인의 병부경궁의 연정을 깨닫지 못한 병위좌의 여동생의 탓으로, 주인의 기대대로 중개 역을
완수하지 못하고, 자기의 입장이 나빠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고 있다.
⑤ 주인의 병부경궁의 권위를 생각하면, 궁에 무정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 병위좌의 여동생이 경
에 있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다.
문5
이 글을 통하여 병위좌의 여동생에 대한 병부경궁의 기분은 어떻게 변천하고 있는지, 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다음의 ①～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해답 번호는 (27).
① 처음은 마음에 드는 병위좌의 여동생이라면 아름다울 테니까 만나보고 싶다고 미련이 남아 있
었는데 몇 번이나 보낸 와가(和歌)를 받아주지 않아 낙담했다. 그러나 조반(常磐)에게 병위좌의
관저에 잠입하라는 진언을 받고 다시 희망을 찾아냈다.
② 처음은 그저 장난기로 신하 병위좌의 여동생을 만나 보려고 했지만, 와가를 주고받는 동안에
진심으로 병위좌의 여동생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병위좌가 없는 밤에 용기를 내어
병위좌의 저택에 잠입하기로 했다.
③ 처음은 병위좌의 열의에 눌러져 마음에 내키지 않은 채로 병위좌의 여동생을 만나 보려고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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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병위좌가 여동생에게 읊게 한 와가에 마음이 움직였다. 게다가 조반이 병위좌의 저택에 잠
입하면 어떨까라고 부추겨져 흥미가 한층 솟구쳐 올랐다.
④ 처음은 병위좌의 여동생을 엿보고 그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 한 결 같이 마음을 담아서 몇
번이나 와가를 보내지만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났다. 거기에다 원망의 말을 직접 병위좌의 여동
생에게 말하기 위해서, 조반을 앞장세워 병위좌의 부재중에 저택에 잠입하려고 생각했다.
⑤ 처음은 부모님을 잃고 불우한 병위좌의 여동생을 동정해 돌보고 싶었지만, 심술궂은 대답을 받
고서 한 번은 포기했다. 하지만 조반의 권유로 직접 만나 재차 자신의 기분을 전하고 싶어 병
위좌의 저택에 잠입할 결의를 했다.

종합적 감상
마지막 6번 설문은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찾도록 하는 문제로 글의 세부
정보와 사건의 흐름, 인물 간의 관계, 행동의 의도와 결과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배점은 8점이다.


<예시>
문6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다음 ①～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해답 번호는 (28).
① 병위좌의 여동생은 입궁해서 후궁이나 황후가 될 것 예정이었지만 아버지 식부경궁(式部卿宮)
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았다.
② 병위좌의 여동생을 시중드는 부인들은 병부경궁을 배려하여 여동생에게 전하려고 했지만 여동
생은 완고하게 거절했다.
③ 병부경궁의 모친의 후궁은 궁이 병위좌의 여동생에게 집착하여 대답도 얻지 못하고 있는 소문
을 듣고 매우 부끄럽게 생각했다.
④ 병부경궁이 헌상시킨 훌륭한 국화는 병위좌의 아버지가 빨리 죽은 아내의 유품으로서 소중히
하고 있었던 것이다.
⑤ 병위좌는 병부경궁이 여동생에게 관심을 가진 것을 일가를 번창시키는 호기라고 생각해, 적극
적으로 여동생에게 궁에 대답을 권했다.

⑷ 한문(漢文)
한문은 수능의 경우 언어 영역과 별도로 제2외국어 한문 영역으로 독립되어 있으
므로 본고 7. 나. ⑷한문에서 상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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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항 분석

⑴ 문항 분석 준거
센터시험 ‘국어’의 문항 분석을 위해 6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협의회를 갖고
문항을 검토하였다.13) 검토 대상은 2009년도 1월에 실시한 센터시험 ‘국어’ 문항 1회
분으로 하였다. ‘국어’ 문항을 수능 언어 영역과 비교해 보기 위해 다음 <표 Ⅱ-1-2>
와 같은 문항 분석의 준거를 설정하였다.

<표 Ⅱ-1-2> 센터시험 ‘국어’ 문항 분석의 준거
준거
⑴ 지문 내용
⑵ 문항 배열
⑶ 문항의 평가 목표 및
난이도
⑷ 문두와 답지
⑸ 문항 완성도
⑹ 문항 참신성

내용
지문이 다루는 분야와 소재는 무엇인가?
지문의 수준이나 난이도는 적정한가?
지문에 배당된 문항 수는 적정한가?
문항 간 배열은 내용상, 형식상 적정한가?
행동영역에 비추어 측정하고자 하는 사고력은 무엇인가?
문항의 예상 정답률은 어느 정도인가?
문두는 적정하게 문항을 안내하고 있는가?
문두 길이는 적정한가?
답지는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매력적인 오답이 적정하게 있는가?
답지 길이는 적정한가?
문항의 형식적 완성도는 어느 정도인가?
완성도 측면에서 미흡한 점은 없는가?
수능에 참조할 만한 참신한 점이 있는가?

⑵ 문항 분석 예시
센터시험에서는 시험 시행 후에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과목별 보고서는 3
종으로 ‘고등학교교과담당교원의 의견 평가’, ‘교육연구단체의 의견 평가’, ‘문항제작
부의 견해’로 구성된다.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문항 분석의 준거 틀을 토대로 3종의
‘과목별 보고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 해설판’, ‘일본 사설 입시학원 해설판’을 참조하
13) 문항 분석은 수능 언어 출제 관련 원내 연구진 2명과 수능 출제 경험이 많고, 일본어 소양을 갖춰
센터시험 분석이 용이한 3명의 고교 교사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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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 문항별로 분석해 보았다.14) 4영역 중에서 ‘한문’을 제외한 ‘평론’, ‘소설’, ‘고문’
에서 각각 분석한 사례를 하나씩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평론’ 6번 문항 분석 예시

지문

일본 입시 센터
분야(소재)
난이도 문항 수 문항 유형 수능 행동영역 예상 정답률
정치사회학
답지 중 비판적 사고
제1문 ③，⑥ (쿠리하라 아키라, 중 11 6개
2개
선택형 (표현상의 특징 65%
문6
「깡통차기의
객관식
및 효과 파악)
정치학」)
문항
번호 정답

◊ 지문 내용 및 문항 배열
현대문인 이 지문은 정보량이나 낯선 용어가 많지 않지만 분량이 예년에 비해 증가하여
(4200자) 글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세부 내용에 치중하면 정답을 찾
기가 어려웠다. 지문의 내용은 아이들의 놀이에서 착안하여 현대사회의 구조를 논하고 있다.
즉, 술래잡기, 깡통 차기, 진오니 등 아이들의 놀이에 담겨 있는 시민사회, 관리사회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 지문은 특별히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어휘가 어렵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대의의 파악, 필
자의 의도 파악이 까다로운 지문이다. 근대 시민사회가 사적 영역을 공적으로 편입하는 과정
을 통해 이루어졌음, 그 과정에서 한편으로 공동체성과 연대성을 상실했음 등을 배경지식으
로 갖추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면 글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글 전체 분
량이 수능에 비해 대단히 긴 편인 점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독해력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
면 풀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된다. 지문에 딸린 문항 수는 큰 설문이 6개, 총 문항 수가 11개
이다. 어휘 문항을 1번부터 5번까지 묶어서 각 2점으로 배치하였고 독해 문항은 모두 8점인
데, 답지 두 개를 고르는 마지막 6문의 경우 정답지 하나당 4점을 배치하고 있는 점이 특이
하다. 실제 문항 수를 고려한다면 어휘 문항 5개, 어구, 구절 풀이 문항 2개, 추론적 사고 문
항 2개, 비판적 사고 문항 2개이다. 글 자체가 길고 수준 높은 독해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수능 문항에서 흔히 등장하는 것과 같은 비판적 사고 문항(위 글을 읽고 나올 수 있는 반응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논거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한 비판, 다른 관점의 <보기>글과
연관시키는 문제는 없다. 질문 1은 한자 어휘, 질문 2, 3은 전반부에 대한 독해, 질문 4, 5는
후반부에 대한 독해이고 질문 6은 글 가운데 있는 구체적 사례나 인용의 역할을 묻고 있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 평가 목표 및 난이도
표준 난이도이다. 작년까지 3년 연속 출제되었던 ‘문장의 전개 방식의 의도를 설명하기’ 문
14) 언어 영역의 시험 문제는 대개 지문과 문항이 결합되어 있어 매우 긴 편이므로 지면 관계상 실제
문항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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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아닌, ‘문장의 특징’을 묻는 문항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다지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작년
에는 두 개의 군에서 각각 답을 묻는 형식이었으나 올해에는 선택지 6개 중 두 정답을 고르
는 문제로 되돌아갔다. 답지 1과 2, 3과 4, 5와 6이 짝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 가운데 정답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최초의 답지 쌍인 1과 2는, 잘못된 부분이 눈에 띄므로 쉽게 정
답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답지 1은 ‘얼마나 많이 행해졌는가’라고 하지만, 후지타의 논문을 언
급한 것은 동종의 연구가 얼마나 많이 행해졌는가를 말하기 위함은 아니다. 후지타의 연구를
전제로 하여 필자의 주장을 전개해가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답지 2의 ‘반대 입장에
서 생각하는 법’이라는 점도 잘못이다. 다음 쌍인 3과 4에서, ‘소학교 육학년 남자 아이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로서 답지 4가 제시하는 ‘어른과 어린이의 생각하는 방법
의 차이를 부각하기 위해’는 잘못이다. 여기에서는 답지 3이 제시하는 것처럼 ‘필자의 주장에
현실성을 부여하기 위함’이 정답이다. 문 5에서 살폈던 것처럼 육학년 남학생의 이야기는 필
자에 있어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도움 장치가 되어 있다. 마지막 쌍인 5와 6에서는
답지 5가 ‘아이들의 놀이가 지니는 본질적인 의미나 성격을 나타내는 비유로서, 현대인에게
있어 시민사회나 관리사회를 언급하고 있다.’가 잘못이다. 이렇게 본다면 시민사회나 관리사
회 쪽이 비유가 되어 버린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 그것과는 반대여서 시민사회나 관리사회
의 비유로서 아이들의 술래잡기나 깡통차기 등 놀이가 있다고 해야 하는 것이다. 비유라는
표현에 현혹되어 이 선택지를 고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본문에 인용된 두 종류(전문가의 논문과 어린이의 진술)가 지니는 효과에 대해
묻고 있는 문항과 글 전체의 표현에 대한 문항을 하나로 묶어서 ‘이 글의 특징’으로 묻고 있
다. 그러므로 표현상의 특징 및 효과에 대해 묻는 비판적 사고의 영역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의 중간 정도 수험생 수준에서 풀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답지 5에서 헷갈리는 수험
생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3, 6 두 개의 정답지를 정확하게 고르는 수험생의 수
는 예상만큼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 문두와 답지
6개의 답지 중 두 개를 고르게 하고, 순서에 상관없이 정답에 점수를 부여하는 문항 구성
이다. 수능에서라면 문항을 두개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밑줄 친 a, b에 대한 설명
으로 적절한 것은? 과 이 글의 전개 방식(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두 개로 나
누는 것이 수능 시험의 일반적 문두 구성일 듯하나, 여기에서는 두 종류의 인용이 지니는 특
징과 효과, 글 전체의 전반적 특징을 하나로 묶어서 묻고 있다. 배점은 하나 당 4점으로 둘
중 하나만 맞으면 거기에 점수를 부여하는 형식이다. 답지의 구성은 6개의 답지가 각각 두
개씩 쌍을 이루는 형식이다. 1, 2는 전문가의 논문 , 3, 4는 어린이의 말, 5, 6은 글의 전반적
특징이다. 6개 중 3개를 고른다면 각 쌍에서 맞지 않는 것 하나씩을 소거해 나가서 보다 쉬
울 수 있지만, 6개 중 두 개를 고르는 것이기에 조금 더 신경이 쓰일 수 있다.
◊ 문항 완성도와 참신성
6개의 답지 중 두 개를 고르는 방식이 일견 참신해 보이기도 하지만 완성도 면에서는 그다
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 문항을 좀 더 다듬어서 글 전반에 걸친 전개 방식, 표현에 관해
자세히 묻는 문항으로 만들었다면 보다 완성도를 갖출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같은 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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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다른 해석 두 개의 쌍을 세 쌍 제시해서 답지가 모두 6개이다. 이 중 두 개가 적절한
해석으로 정답이므로 합답형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수능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우리
상황에서는 배점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소설’ 5번 문항 분석 예시

지문
문항 정답
일본 입시 센터
번호
분야(소재)
난이도 문항 수 문항 유형 수능 행동영역 예상 정답률
5개 답지 중 비판적 사고
제2문 ④
현대소설
상
9
1개 선택형 (표현상의 특징 60%
문5
(카가오토히코, 「비의 뜰」)
객관식 및 효과 파악)

◊ 지문 내용 및 문항 배열
이 지문은 지문의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카가 오토히코(1929년 도쿄 생)의 소설 「비의
뜰」의 일부이다. 작가는 인물 내면의 심리를 생동감 있고 깊이 있게 묘사하는 것으로 유명
하다. 이 작품은 한 가족의 ‘이사’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 도시화, 노령
근로자의 퇴직과 소외를 다루고 있다. 장성한 아들인 ‘그’가 늙은 아버지와 함께 마당에 서서
아버지의 심정을 애틋하게 추측하는 등의 심리 묘사가 돋보이는 소설이다. 인물들의 갈등 관
계가 복잡한 소설이 아니어서 학생들이 읽기에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문의 길이가
수능에 비해 상당히 긴 편이어서 긴 호흡으로 집중력 있게 읽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항, 인물의 심리를 추론하는 문항,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항 등 사
실적, 추론적, 비판적 사고를 골고루 요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장면별로 인물의 심리 상태
를 소설 내용과 연계하여 추론하는 문항이 가장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수능처럼 별도
의 <보기> 글을 읽고 해결해야 하는 적용 문제는 없었다.
◊ 평가 목표 및 난이도
이 문항은 인물의 행위와 관련되어 나타난 심리와 그 이유를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
항이다. ‘허무함을 느꼈다’라는 표현의 이면을 더욱 섬세하게 읽어낼 수 있는지 묻고 있다. 감
정의 단서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인물의 행동 또한 미세한 차원에서 묘사되고 있는 장
면이기에, 수험생들이 인물을 관찰하고 인물의 감정을 추측하는 데에는 상당히 세심한 추론
이 필요하다. 답지들마다 심리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
다. 문항이 요구하는 사고력의 깊이만큼 9점이라는 배점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 문두와 답지
줄친 구절 그대로를 반복한 후 묻고자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명령형의 발문 및 해답 번호
안내가 뒤따른다. 답지는 ‘～때문에.’로 끝나는 미완성 형태의 한 문장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의 현재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되는 사건들을 되짚은 후, 그것 때문에
생겨났을 감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아버지’에 대한 ‘그’의 입장이 무엇인가가
각 답지들 사이의 차이에 있어서 관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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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완성도와 참신성
‘허무함을 느꼈다’라는 구절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미세한 추론의 문제에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은데도 문항으로 출제하는 것으로 봐서 중복 정답 및 문항 오류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보다는 적거나 출제기관의 권위가 존중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음
을 알게 해주는 문항이었다.

○ ‘고문’ 2번 문항 분석 예시

문항 정답
번호
제3문 ④
문2

지문

분야(소재)
중세 고문
(「一本菊」)

일본 입시 센터 수능 행동영역 예상 정답률
난이도 문항 수 문항 유형
답지 중 1개 어법
중 8 5개선택형
65%
객관식 (경어법)

◊ 지문 내용 및 문항 배열
중세 고문 <御伽草子>에 실려 있는 「한 송이 국화」의 일부가 지문으로 제시되었다. 왕
족인 병부경궁이 신하인 병위좌의 집에 있는 멋진 국화가 있는 것을 우연히 듣고, 그 국화를
헌상시켜 국화의 유래를 듣게 된다. 이 일을 계기로 그의 여동생을 만나게 되는데, 아름다운
병위좌의 여동생에게 반한 병부경궁이 시종인 도키와를 통해 그녀에게 와카(일본시)를 보내
며 구애하는 내용이다. 문자 수가 1700자 이상이어서 센터시험 유사 이래 가장 긴 글이었다.
해설 각주가 14개나 될 정도로 본문이 긴 만큼, 인물의 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와카의 문제는 수사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정답을 찾기가 어려웠다.
고어의 해석, 경어법, 와카의 표현 기법과 효과, 내용 독해에 관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수
능의 고전문보다 다소 긴 데다 총 8개의 문항을 배치, 어휘 3개, 문법 1개, 추론적 사고 1개,
비판적 사고 1개, 사실적 사고 2개를 묻고 있다. 평가 영역이 비교적 고르고 폭넓은 편이라
할 수 있겠다.
◊ 평가 목표 및 난이도
경어의 대상과 주체를 복합적으로 묻고 있으며 난이도는 보통 수준이다. 문항에서 다루어
지는 경어구 자체는 익숙한 것이지만, 긴 지문에서 인물들 간의 관계를 정리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또한 경어의 방향과 종류를 알고 있어야 하며 누구로부터의 것인가, 누구
에 대한 것인가, 회화문에서의 정중한 표현인가, 다른 글에서의 정중한 표현인가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수능에서라면 높임법의 정확한 쓰임(주체, 상대, 객체, 겸양,
압존법 등)을 묻는 문항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수능에서는 대개 쓰기 어휘 어법과 함께 제시
되는 데에 비해, 여기에서는 고전 문학 지문에서 출제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조차 알 수 없기에 접근하기 쉽
지 않다. 수능 언어에서도 높임 표현에 대해 묻는 문항이 종종 출제되는데, 이 문항과 같이
소설 속의 구체적인 표현을 대상으로 높임 표현에 관한 지식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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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두와 답지
“a～c의 ‘경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하나 고르시오”의 형식으로 문두에서 문항의 성
격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어법에 관한 문항이므로 답지의 형식, 길이는 대체로 일치 가능
한 것이라 생각된다. 지문에서 여러 종류의 기호(아이우에오, 대문자, 소문자 알파벳)가 나와
서 다소 복잡한 느낌이다. 답지의 형식은 경의를 표하는 주체, 경의의 대상, 그리고 높임의
문법범주 세 가지를 적절히 배합하여 매력적인 오답을 충분히 만들어 내고 있다.
◊ 문항 완성도와 참신성
현대어 해석 없는 고전 지문에서 높임법을 묻는 문항은 우리 수능에서는 출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문항은 높임법을 이루는 여러 범주와 요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고
전 문학이라는 맥락에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완성도 있는
문항이라 생각된다. 높임 표현의 종류,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소설 안에 쓰였을 때의 인
물 관계를 엮어 하나의 문항으로 구성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
다. 수능에 주는 시사점

문항 분석 작업과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얻은 센터시험 국어 문항의 특성을 다섯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지문
• 지문의 편수는 적지만 지문 당 분량이 매우 길어 한 편의 완전한 글을 읽으
며 독해력 전반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문은 대부분 기존의 논저에서 일부를 그대로 발췌해서 제시하며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
• 지문의 길이가 긴 만큼 담고 있는 정보의 함량이나 수준이 높아 실제적인
독해 능력을 다각도로 측정하기에 알맞다.
• 고전과 현대문을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되, 과학 기술 예술 분야의 글보다는
사회 철학 역사 인문 분야의 글을 지문으로 다룬다.
• 지문의 길이나 분량이 일정하지 않고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 평가 목표 및 요소
•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중시하며, 학교 수업이나 학습 활
동의 실태를 배려한 문제, 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문제를 출제하려고 노력하
고 있다.
• 어휘 및 어법 등 기초적인 독해 요소를 측정하는 문항이 많아 어휘나 문법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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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간 간섭이 없는 점, 지문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적 독해 능력부
터 글 전체의 내용을 개괄하는 전체적 독해 능력까지 골고루 측정하는 점
등은 수능과 비슷하다.
• 시험 시간이 80분으로 수능과 동일하지만 주어진 지문과 문항의 수가 수능
에 비해 적어 문항 풀이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편이다. 반면 수능의 경우
속도 검사(speed test)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시
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를 골고루 측정하되, 창의적 사고를
요하는 문항은 없다.
• 고전의 해석과 문학적 지식을 중시한다.
• 소설 제재의 경우에도 <보기>와 같은 자료가 없으므로 제시된 지문만을 가
지고 충실한 감상 능력을 측정한다.
○ 문항 유형
• <보기> 자료를 가져와서 적용하는 문항은 없다.
• 하나의 문두 아래 작은 문항들이 3～5개 딸린 형식도 있다.
• 문항의 유형은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으나, 새로운 유형도 조금씩 선보이고
있다.
○ 문두와 답지
• 부정 문두가 거의 없다.
• 지문의 특정 부분을 문두에서 언급할 때 기호와 더불어 해당 부분을 직접
인용하므로 수능보다 문두가 긴 편이다.
• 오답지의 구성이 정답지와 차이가 없으며, 유인가가 있어 매력도가 높은 편
이다.
• 6개의 답지 중에서 2개의 정답지를 선택하게 하는 유형의 문항이 마지막에
제시된다.
• 답지의 형식과 길이를 일정하게 배열하는 점은 수능과 비슷하다.
• 문항의 수가 항상 일정하지는 않고 다소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 난이도
• 시험의 총 배점은 같지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의 복잡도나 오답지의 매
력도에 따라 문항의 배점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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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점 결과,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57.73점이며, 표준 편차가 17.30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수험생들의 수준이 우리나라와 같다고 전제한다면 수
능과 비슷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 수능 언어 영역의 난이도에 비해서는 조금 쉬운 편이며, 평가 목표나 난이도
의 수준이 과거 우리의 대학학력고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센터시험 국어 문항의 특성을 토대로, 수능 언어 영역에서 얻을 수 있
는 시사점과 한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 방향과 문항 형식과 관련하여 센터시험의 ‘국어’ 문항이 주는 시사점
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센터시험은 철저히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출제되며,
학교의 수업과 학습 활동의 실태를 감안하여 문항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시험의 시행 이후에 대학입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고등학교 교과 담당 교원들의
시험 문제에 관한 의견과 평가를 수렴하여 공개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교사들은 고등학교의 학습지도요령의 준수 여부, 학교 수업을 배려했는지
여부, 수험생의 국어 능력에 맞는지 여부, 교과서에서 취급될 정도의 지문인지 여부,
수험생의 사고 과정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 기준으로 삼고 있다.
수능의 읽기 지문은 문학을 포함하여 기본적인 학문 분야를 모두 포괄하면서 10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 센터시험은 한문을 포함하여 4개의 긴 지문으로 구
성되며 지문이 길이가 수능의 2～3배에 해당된다. 제 분야를 두루 다루는 수능은 내
용 면에서 여러 주제의 읽기를 다양하게 점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일정 분야의
긴 지문을 다루는 센터시험은 한 편의 글을 읽는 데 동원되는 다양한 독해 능력을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센터시험은 주로 일반 저서의 지문을 그대로 발췌하여 쓰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센터시험이 기존의 지문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데는 지문의 길이가 길다는 측면도
작용한다. 하나의 주제로 완결된 한 편의 글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수능 ‘언어’
는 1200자 내외의 비교적 짧은 지문을 싣고 있는데 이 요건에 맞추어 기존의 글 중
에서 1200자로 된 완결된 글을 사실상 찾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 출제위원이 짧은
길이에 맞추어 완결된 내용을 직접 쓰다 보니, 도입-전개-결말의 이른바 수능형 지
문으로 제 분야의 글들이 다듬어지게 된다. 이런 연유로 수능 언어 영역에서는 6개
분야의 읽기 지문이 실리기는 하지만 각 분야의 글들이 고유 특성을 제대로 간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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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어렵다. 향후 수능 언어 영역에서도 여러 분야의 짧은 글들을 형평성 있게 다
루는 방식에서 벗어나 유사한 분야를 통합하여 긴 지문으로 제시해보는 것도 고려
해 볼만하다. 이는 작년 이양락 외(2008) 보고서에서 미국 SAT 문항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언어 영역 지문 길이의 다양화를 모색했던 방향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교육적 의의가 있는 기존의 명문이나 정전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점도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다. 문학으로만 일부 고전 작품을 다루고 최대
한 현대어로 윤문하여 제시하는 우리와 달리, 센터시험은 고전과 현대문을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면서 한자 어휘 능력과 옛 고문도 중요하게 다루는 점은 수능과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센터시험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고전을 읽는 능력을
중시하고 한문을 국어과에서 함께 다루므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수능과 양상이 다르
기는 하지만, 그동안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전 작품의 문체적 특성을 훼손하면
서까지 최대한 현대어로 윤문하여 제시하는 수능 언어의 출제 관행을 면밀히 검토
해 보고, 학생들이 이해 가능한 정도를 살펴 고전의 풍미를 살필 수 있는 표현은 살
리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겠다.
센터시험의 ‘국어’ 시험은 가능하면 매우 어려운 문항이나 특이한 문항은 배제한
다. 수능 언어 영역의 경우 고등 사고력과 창의적 능력을 측정한다는 명분 아래 학
생들이 이전에 접하지 않았던 생소한 내용을 지문으로 구성하고 <보기>를 통해 외
재적 정보를 활용하는 문항 형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수능 언어
영역은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모르고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은 영역으로,
또는 과도한 문항 설계로 문항 풀이 시간이 부족한 영역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향후
고등 사고 능력을 지향하되, 지문의 생경함이나 복잡한 문항 설계로만 이를 측정하
려는 태도는 반성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난이도와 관련하여 센터시험 ‘국어’ 문항이 주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국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 점수 추이를 살피면 <표 Ⅱ-1-3>과 같다.
<표 Ⅱ-1-3>을 통해 살펴보면, 센터시험의 ‘국어’ 시험은 오랜 기간 비교적 안정
적인 난이도를 유지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센터시험 ‘국어’ 시험은 수험자의 평
균점이 60점 정도가 되도록 출제 방침을 정하고 있으며, 실제 평균점도 55점～65점
의 범위가 많다. 이러한 점수 분포는 수능 언어 영역도 유사하다.
수능 언어 영역은 1점에서 3점으로 배점의 간격이 크지 않고, 50문항 가운데 1점
5개, 3점 5개, 2점 40개 문항으로 문항 간 점수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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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센터시험의 ‘국어’는 2점에서 10점으로 배점의 점수 폭이 크고, 36문항 가운데 2
점 5개, 3점 3개, 4점 6개, 5점 5개, 6점 3개, 7점 2개, 8점 9개, 9점 2개, 10점 1개 문
항으로 다양하게 차등을 두어 난이도를 다층적으로 조절한다. 이는 센터시험의 ‘국
어’가 동일 문두로 여러 개의 딸린 문항이 연속하여 나오는 유형, 6개의 답지 중에
서 2개의 정답지를 선택하는 유형 등과 같은 문항 형식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
하다. 따라서 수능의 경우에 이를 전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표 Ⅱ-1-3> 센터시험 <국어> 수험자 수와 평균 점수 추이
교과 과목명
국어Ⅰ
국어Ⅰ 국어Ⅱ
국어Ⅰ
국어Ⅰ 국어Ⅱ
국어Ⅰ
국어Ⅰ 국어Ⅱ
국어Ⅰ
국어Ⅰ 국어Ⅱ
국어Ⅰ
국어Ⅰ 국어Ⅱ
국어Ⅰ
국어Ⅰ 국어Ⅱ
국어
국어
국어
국어

수험자 수
81,028
424,151
76,125
433,821
68,483
456,954
54,934
471,980
49,436
460,898
45,168
449,906
482,808
487,424
481,315
484,871

평균 점수
65.11
56.46
58.07
51.02
55.02
56.34
54.70
50.54
60.52
57.07
58.46
59.77
62.76
54.97
60.82
57.73

문항 풀이 시간으로 난이도를 비교해 보면, 센터시험 국어는 문항당 133초 정도가
주어지는 데 비해, 수능 언어 영역은 듣기 문항을 제외하고 문항당 88초 정도가 주
어진다. 이는 수능 언어가 센터시험 국어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시간을 부여하는 셈
이다. 수능 언어 영역의 문항이 고등 사고 능력을 살핀다는 강점이 분명 있으나, 문
항 풀이 시간을 지체시키는 불필요한 요소들은 과감히 제거해 나가야 한다. 즉, 한
문항의 규모가 비대해짐으로써 문항 자체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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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출 문항과 관련하여 센터시험이 기출 문항 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점은 수능 언어 영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7년 8월 20일자 요미우리 신문
의 보도에 따르면 센터시험에서 기출 문항도 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문부과
학성, 국립대학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이런 방침을 확정한 뒤 이르면 2010년부터 시
행할 방침이며 교과서의 예문을 인용하는 출제를 금기시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
다(동아일보, 2007년 8월 21일자 보도). 이는 센터시험에서 2005년에 특정 고교 국어
교과서의 지문 일부 지문이 출제되어 이를 사과하는 파동이 있은 연후의 논의 결과
이다.
일본도 통상 한 번 시험을 치르려면 대학 교수 등 400명이 약 2년에 걸쳐 문제를
출제한다. 센터시험은 수능과 마찬가지로 기출 문항에 대해서는 문제를 풀어 본 학
생과 안 풀어 본 학생의 형평성을 위해 재출제를 엄격히 피해 왔으며 대학별 고사
에 사용된 문제인지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한다. 그러나 해가 거듭되면서 기출 문항
을 걸러 내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급격히 늘어난 데다 한 번도 출제하지 않은
좋은 문제가 사실상 바닥을 보이고 있어 불가피하게 출제 방침을 재고하게 된 것이
다.15)
센터시험은 ‘국어’ 지문의 경우 과거의 5년치 대학 입시문제와 교과서 지문 등을
자료로 구축하여 출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능의
경우는 수능 대비 수험생용 시중 참고서(학습지), 모의고사, 학원 교재 등에 실린 문
항을 대상으로 당해년도를 포함한 최근 2년간 출제, 출간된 자료를 기출로 고려한
다. 나아가 언어 영역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능 기출 문항 판정 시 검토 대상을 최
근 3년간 출간된 자료로 하고 있다. 기간은 5년인 센터시험이 3년인 수능보다 길다.
센터시험 ‘국어’는 대학 입시 문제와 교과서 지문을 기출 대상으로 하지만, 수능 ‘언
어’는 교과서 지문보다는 시중 상업용 수험서에 더 집중하여 기출에 유의하고 있다.
센터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 일부 교과서에만
실린 지문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만, 수능은 일부 상업용 수험서를 푼 학
생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대중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다. 향
후 기출 문항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출제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좀 더 부
15) 센터시험은 2000년 기출 문제 재활용에 대해 대학심의회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나 일부 여
론의 반발에 밀려 백지화한 바 있다(동아일보, 2007년 8월 21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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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센터시험은 문자인지장애자들을 위해 대학 입시에 음성 출제를 도입하려
한다. 센터시험은 2009년 10월에 ‘대학입학자선발공동연구기구’를 설립해 2010년부터
3년간 음성 출제 시험을 거친 뒤 2014년부터 대학입시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공지했
다. 눈에 보이지 않는 특수 인쇄된 문제지를 전자펜으로 터치하면 내장된 스피커로
부터 문제가 들리는 시스템이다. 센터시험은 현재 시각장애자용 점자 문제지, 약시
자용 확대 문자 문제지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학생은 극히 소수라고
한다. 그런데 음성 출제가 도입되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언어 영역의 경우 지문이 길어서 다른 영역보다 확대 문자 문제지들 분량
이 과다하여 하나의 글을 읽는 데 시간이 상당히 지체된다. 이에 수능 언어 영역에
서도 이러한 음성 출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장애를 지닌 학생에게 대학 입학의 기회
를 놓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2

수리 영역

가. 시험 구성 및 특징

센터시험의 수학시험은 수학①과 수학②로 나누어 시험 둘째 날 치러진다.16) 수학
①과 수학②는 각각 다른 시간에 치러지므로 수험생들은 두 시험 중 한 시험만 응
시할 수도 있고, 두 시험 모두 응시할 수도 있다. 수학①은 수학Ⅰ, 수학Ⅰ 수학A라
는 두 선택과목으로 세분되고, 수학②는 수학Ⅱ, 수학Ⅱ 수학B, 공업수리기초, 부기
회계, 정보관계기초17)라는 다섯 선택과목으로 세분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2).
16) 이하 ‘시험’은 수학①, 수학② 시험을, 과목은 수학Ⅰ, 수학Ⅰ 수학A, 수학Ⅱ, 수학Ⅱ 수학B를 나타
낸다.
17) 수학Ⅱ, 수학Ⅱ 수학B, 공업수리기초, 부기 회계, 정보관계기초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
할 수 있다. 여기서 공업수리기초는 수능에서 비교할 과목이 없어 분석에서 제외했고, 부기 회계,
정보관계기초는 내용 영역이 수리영역보다는 직업탐구영역에 가까우므로 직업탐구영역에서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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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은 수학①과 수학② 각각 60분이다. 수학Ⅰ, 수학Ⅰ 수학A, 수학Ⅱ에는 선
택 문항이 없으므로 수험생들은 출제된 모든 문항을 풀어야 한다. 그러나 수학Ⅱ 수
학B는 필수문항과 선택문항으로 구분된다. 선택문항은 수학B에서 출제된다. 수학B
의 네 대단원(수열, 벡터, 통계와 컴퓨터, 수치계산과 컴퓨터)에서 각각 한 문항씩
출제가 되고, 이 중에서 두 문항을 수험생들이 임의로 선택하여 풀 수 있다. 수학
시험 과목의 유형과 선택은 <표 Ⅱ-2-1>과 같다.
<표 Ⅱ-2-1> 센터시험의 수학 과목 구성

시험
선택과목
유형
수학
수학Ⅰ,
① 수학Ⅰ 수학A
수학Ⅱ, 수학Ⅱ
수학 수학B, 공업수리
② 기초, 부기 회계,
정보관계기초

시험구성
대단원별로 큰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안에
중간문제와 작은 문제로
구성됨
문항 유형은 수학①과
같음. 필수 2문항과 선
택 4문항 중 2문항을 선
택하도록 구성됨

배점
과목선택방법
(시간)
100점 두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60분) 선택하여 응시.
5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
100점 택하여 응시. 단, 공업수리
(60분) 기초, 부기 회계, 정보관계
기초는 원서 접수 시 신청

센터시험에서는 다양한 선택과목이 존재한다. 선택과목간 평균 20점 이상의 점수
차가 난 경우, 시험지의 난이도 차이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선택과목 간
점수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수학은 선택과목간 점수 조정을 하지 않는다.
(1) 응시자 현황
2009년 센터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모두 507,621명이다. 이 중에서 고등학교 재학
생은 401,488명으로 전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의 40.4%이다.18) <표 Ⅱ-2-2>, <표
Ⅱ-2-3>, <표 Ⅱ-2-4>에서 볼 수 있듯이 수학①을 응시한 인원(비율)은 이 중
363,961명(71.7%), 수학②를 응시한 인원(비율)은 328,764명(64.8%)이었으며, 수학①
과 수학②를 동시에 응시한 인원(비율)은 326,196명(64.26%)이었다. 수학을 한 과목
이라도 응시한 인원(비율)은 366,529명(72.21%)19)이다. 전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의
18) 이 지원자 수는 역대 최고이다．
(http://www.dnc.ac.jp/center_exam/21exam/pdf/h21_gaiyou.pdf)
19) 이 인원에는 수학②에서 공업수리기초, 부기 회계, 정보관계기초를 선택한 학생 수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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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가 수학 시험에 응시하였고, 응시자의 89%가 두 시험에 응시하였다. 즉, 수학
을 선택한 대부분의 학생이 한 시험보다는 두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그리고 두 시
험에 응시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수학Ⅰ 수학A와 수학Ⅱ 수학B를 선택하여 고등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여섯 과목 중 네 과목의 시험을 치르고 있다(백순근, 2001).
<표 Ⅱ-2-2> 센터시험 수학 과목의 응시자 수
졸업예정자수
1,067,694

수학① 수험자 수
(선택 비율)
363,961(71.7%)

시험 응시자 수(졸업생수)
507,621(106,133)

수학② 수험자 수
(선택 비율)
328,764(64.8%)

<표 Ⅱ-2-3> 센터시험 수학①과 수학②의 과목별 응시자 수
수험과목수
1과목
2과목

수학Ⅰ
4,687
4,524

수학①

수학Ⅰ 수학A
31,880
322,856

수학Ⅱ
109
7,395

수학②

수학Ⅱ 수학B
372
318,801

<표 Ⅱ-2-4> 센터시험 수학의 두 과목 모두를 선택한 응시자 수 분포
수험과목
수학Ⅰ
수학① 수학Ⅰ
수학A
계

수학Ⅱ
2,663
4,732
7,395

수학②

수학Ⅱ 수학B
1,537
317,264
318,801

계
4,20020)
321,996
326,196

(2) 내용 영역
센터시험 수학 문제의 내용 영역을 이해하기 위하여 일본 고등학교 수학교육과정
체계를 보자. 일본에서는 2002년 4월부터 새 학습지도요령에 의한 수학교육이 실시
되고 있다.21)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수학Ⅲ, 수학A, 수학B, 수학C로 구성되어 있다
20) 이 인원이 수학Ⅰ을 택한 학생들 중 2과목을 택한 학생들의 수(4,524명)보다 약간 적은 이유는 수
학Ⅰ을 택한 학생들 중에 수학② 시험에서 수학Ⅱ나 수학Ⅱ 수학B가 아닌 다른 과목을 택한 학생
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수학Ⅰ 수학A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1) 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2014학년도까지만 실시되고 2013학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신 교육과정이 실
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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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현, 2007). 수학A, 수학B, 수학C는 중요한 수학적인 능력을 동반하면서 더 깊
은 수학적 이해를 제공하고 수학적 사고를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선택 과
정이다. 모든 학생들은 기본 과정인 수학Ⅰ을 이수하여야 하고, 그 다음 각자 능력
과 희망에 따라 추가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대학교육을 받을 학생들은 대부분
수학Ⅰ, 수학Ⅱ, 수학A, 수학B를 이수하고 있고, 대학에서 수학이나 과학을 전공하
고자 하는 학생들은 수학Ⅲ과 수학C를 더 공부한다. 각 과목의 내용 구성은 <표 Ⅱ
-2-5>, <표 Ⅱ-2-6>과 같다(교육과학기술부 부산광역시교육청, 2008).
<표 Ⅱ-2-5> 수학Ⅰ, 수학Ⅱ, 수학Ⅲ의 대단원별 내용 구성

수학Ⅰ
1. 방정식과 부등식
- 수(정수, 유리수, 실수)
- 식(정식, 등식, 부등식)
2. 이차함수
- 이차함수와 그래프
- 이차함수의 값의 변화
3. 도형과 계량
- 삼각비
- 삼각비와 도형

수학Ⅱ
1. 식의 증명 고차방정식
- 식과 증명
- 고차방정식
2. 도형과 방정식
- 점과 직선
-원
3. 여러 가지 함수
- 삼각함수
-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 미분 적분
- 미분
- 적분

수학Ⅲ

1. 극한
- 수열의 극한
- 함수와 그 극한
2. 미분법
- 도함수
- 도함수의 응용
3. 적분법
- 부정적분과 정적분
- 적분의 응용

<표 Ⅱ-2-6> 수학A, 수학B, 수학C의 대단원별 내용 구성

수학A
1. 평면도형
- 삼각형의 성질
- 원의 성질
2. 집합과 논리
- 집합과 원소의 개수
- 명제와 증명
3. 경우의 수와 확률
- 순열 조합
- 확률과 그 기본법칙
- 독립시행과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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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B

수학C
1. 수열
1. 행렬과 그 응용
- 수열과 그 합
- 행렬
- 점화식과 수학적 귀납법 - 행렬의 응용
2. 벡터
2. 식과 곡선
- 평면상의 벡터
- 이차곡선
- 공간 좌표와 벡터
- 매개변수표시와 극좌표
3. 통계와 컴퓨터
3. 확률분포
- 자료의 정리
- 확률의 계산
- 자료의 분석
- 확률분포
4. 수치계산과 컴퓨터
4. 통계처리
- 간단한 프로그램
- 정규분포
- 여러 가지 알고리즘
- 통계적인 추측

여섯 개의 수학 과목 중에서 센터시험에서 출제하고 있는 과목은 수학Ⅰ, 수학Ⅱ,
수학A, 수학B 이다. 이 과목에 대한 내용 영역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표 Ⅱ-2-7>, <표 Ⅱ-2-8>과 같다(교육과학기술부 부산광역시교육청, 2008).
과목 영역
대수

수학Ⅰ 해석
기하
대수
수학A 기하
통계

<표 Ⅱ-2-7> 수학Ⅰ과 수학A의 내용 영역

내 용
방정식과 부등식, 실수, 식의 전개와 인수분해, 일차부등식, 이차방정식,
일차부등식, 이차방정식, 이차부등식
이차함수, 이차함수와 그래프, 이차함수의 최대와 최소
도형과 계량,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인 정리, 코사인 정리, 도형의 계량
집합과 논리, 집합과 원소의 개수, 명제와 증명
평면도형, 삼각형의 성질, 원의 성질
경우의 수와 확률, 순열, 조합, 확률과 그 기본 법칙, 독립시행과 확률

<표 Ⅱ-2-8> 수학Ⅱ와 수학B의 내용 영역
과목 영역
대수
수학Ⅱ 해석
기하
대수
수학B 기하
통계

내 용
식과 증명, 고차방정식, 정식의 나눗셈, 분수식, 등식과 부등식의 증명, 복소
수와 이차방정식, 고차방정식
여러 가지 함수, 각의 확장(호도법),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 삼각함수의 덧
셈정리, 지수의 확장, 지수함수, 로그함수, 미분과 적분, 미분계수와 도함수,
접선과 함숫값의 증감, 부정적분과 정적분, 적분을 이용한 넓이
도형과 방정식, 점의 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원과 직선
수열,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여러 가지 수열, 점화식과 수열, 수학적 귀납법,
수치계산과 컴퓨터, 간단한 프로그램, 정수의 계산과 근삿값의 계산
벡터, 벡터와 그 연산, 벡터의 내적, 공간좌표, 공간 벡터
통계와 컴퓨터, 도수분포표, 상관도, 대푯값, 분산, 표준편차, 상관계수

최근 2년간 출제된 센터시험 수학 문제의 내용 영역별 출제 문항은 <표 Ⅱ-2-9>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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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9> 수학 시험의 내용 영역별 출제 문항

과목
수학Ⅰ
수학Ⅰ
수학A
* 문항번호임.

2009년 과목
내용영역 2008년
문항 문항
대수
1, 4 1, 4
해석
2
2
수학Ⅱ
기하
3
3
대수
1
1
해석
2
2
수학Ⅱ
수학B
기하
3
3
통계
4
4

내용영역
대수
해석
기하
대수
해석
기하
통계

2008년 문항
필수 선택
4
1, 2
3
3, 622)
1, 2
4
5

2009년 문항
필수 선택
4
1, 2
3
3, 6
1, 2
4
5

수학①과 수학② 시험의 내용 영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수학A에서는 집합 개념과 명제의 논리적 증명 체계를 중요시한다. 수학Ⅰ의 대
수 내용이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계산 중심이라면 수학A의 대수
내용은 수학적 사고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학A의 기하 내용은 논증기하 중심이고 수학Ⅰ의 기하 내용은 측량(계량) 중심
이다.
•수학A에서는 확률과 이산수학 내용을 다루고 수학Ⅰ에서는 이 내용 대신 함수
의 그래프를 다룬다.
•수학B에서는 수학에서 중요한 사고방식인 유추, 일반화, 특수화 등과 같은 귀
납적인 사고와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수열, 점화식, 프로그래밍 등을 다루
고, 수학Ⅱ는 대수식의 조작을 주로 다룬다.
•수학B의 기하내용은 평면과 공간에서의 벡터 중심이고, 수학Ⅱ의 기하내용은
좌표를 이용한 도형의 방정식 중심이다.
•수학B에서는 현실 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통계 개념인 대푯값과 산포도
를 컴퓨터와 연계하여 실용적으로 다룬다. 수학Ⅱ에서는 통계관련 내용이나 컴
퓨터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고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미분과 적분 등
을 다룬다.
22) 수학Ⅱ 수학B의 6번 문항은 컴퓨터와 관련된 프로그래밍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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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보면 수학Ⅰ과 수학Ⅱ는 대수식의 조작을 다루는 것과 함수 중심
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따라 미분과 적분도 여기에서 다룬다. 기하 역시 해석 기
하를 주로 다룬다. 수학A와 수학B의 대수는 집합과 논리, 귀납적 사고를 요하는 수
열, 프로그래밍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하는 논증기하 위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확률, 통계, 이산수학 등을 다룬다.
(3) 시험 결과의 변화 추이
2005년 이후 센터시험의 수학시험 결과의 추이는 <표 Ⅱ-2-10>과 같다.

<표 Ⅱ-2-10> 센터시험 최근 5년간 수학 과목의 평균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평균(표준편차)

수학Ⅰ
48.03
54.34
44.10
47.51
49.34
48.66(3.72)

수학Ⅰ 수학A
69.43
62.36
54.06
66.31
63.96
63.2(5.77)

수학Ⅱ
39.52
35.67
30.73
30.25
28.39
32.91(4.57)

수학Ⅱ 수학B
52.47
57.66
48.94
51.01
50.86
52.2(3.31)

<표 Ⅱ-2-10>에 나타난 점수 추이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수학Ⅰ보다는 수학Ⅱ의 평균이 16점 정도 낮았고, 수학Ⅰ 수학A보다는 수학Ⅱ
수학B의 평균이 10점 이상 낮았다. 교육과정 체계를 고려할 때, 내용 난이도의
차이 혹은 응시집단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수학Ⅰ(수학Ⅱ)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 영역을 가지는 수학Ⅰ 수학A(수학Ⅱ 수
학B)의 시험 평균이 15점(20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인원을 비교
할 때, 단일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학적 능력 부족이 원인일 것으로 판
단된다.
•지난 5년간의 평균점수를 보면 2006년 시험과 2007년 시험의 평균 점수 차이가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06년에 치러진 시험이 예년에 비해 쉬웠던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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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시험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2008년과 2009년은 난이도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표 Ⅱ-2-11>은 2009년에 치러진 수학 과목의 성적이다. 수학Ⅰ과 수학Ⅰ 수학A
를 비교해보면 수학Ⅰ의 평균이 수학Ⅰ 수학A의 평균보다 낮은 반면 표준편차는 크
게 나타나고 있다. 수학Ⅱ는 수학Ⅱ 수학B보다 평균과 표준편차 모두 낮게 나타나
고 있다. 수학Ⅱ의 최고점이 83점이었던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표 Ⅱ-2-11> 2009년 센터시험 수학 채점 결과
수험과목수
평균점
수험자수
최고점/최저점
표준편차

수학Ⅰ
49.34
9,209
100/0
27.15

수학①

수학Ⅰ 수학A
63.96
354,609
100/0
22.12

수학Ⅱ
28.39
7,503
83/0
16.10

수학②

수학Ⅱ 수학B
50.86
319,045
100/0
19.35

(4) 일본 자체 평가 결과 분석
본 절에서는 2009년 센터시험 결과에 대한 일본 내에서의 평가 의견에 대해 분석
한다. 평가 의견은 고등학교 교과 담당 교원의 의견과 일본 교육연구 단체인 일본수
학교육학회, 실제 출제를 담당한 문항제작부(이하 출제담당부원)의 의견을 종합하였다.
(가) 수학Ⅰ 및 수학Ⅰ 수학A

2009년에 치러진 수학Ⅰ 및 수학Ⅰ 수학A 시험에 대한 일본 내 평가 의견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내용은 지식, 이해나 계산력, 수학적 사고력을 묻는 기본적, 표
준적인 문제이고, 수험생의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기초적인 학습 달성 정도를 판정하
려는 주된 목적에 충실한 문제이다.
둘째,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내용으로 적절히 출제되었다. 특
별히 난이도가 높은 문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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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서로 다른 단원의 내용을 융합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내용이나 출제 경향의
편중은 없다.
넷째, 수학Ⅰ과 수학Ⅰ 수학A 사이의 난이도의 차이는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본시
험과 추 재시험에 대해서는 추 재시험 쪽이 약간 어려웠다.
다섯째, 문제의 뜻을 확실히 읽어낼 필요가 있는 문제나, 질문의 도입부터 단계적
으로 수학적인 사고력 처리 능력을 재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이러한 유형의 문제의
출제는 적절해 보인다.
여섯째, 수학Ⅰ과 수학Ⅰ 수학A의 평균점은 각각 49.34점, 63.96점으로 상당한 차
이가 있지만, 이는 수험집단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공통문항인 2번의 정답
률을 비교할 때 큰 정답률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외 문항의 표
현, 질문의 방법, 하위 문항 수, 배점은 적절하다.
일곱째, 특정 문제에서 문제의 길이가 짧아서인지 여백에 커다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과 정확성을 고려해서인지 ‘참고도’라고 한 것에 대해 논란이 있다.
여덟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내용이면서도, 지식, 이해, 표현, 처리 뿐
아니라, 수학적으로 문항을 보는 방법, 수학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방법 등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이 출제되기를 바라고 있다.
아홉째, 시험 시간의 부족으로 문제의 정선이나 수치의 조절 등을 통하여 수험생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열째, 본문 상부의 여백은 더 좁게 하고, 페이지 하단의 페이지 번호는 그림이나
그래프나 계산에 불편함이 없는 위치에 인쇄하여 풀이를 위한 공간이 더 늘어나기
를 바라고 있다.
(나) 수학Ⅱ 및 수학Ⅱ 수학B

수학Ⅱ 및 수학Ⅱ 수학B 시험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단, 수학Ⅰ, 수학Ⅰ 수학A와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였다.
첫째, 전체적으로 사고력, 계산력, 도형의 처리능력을 묻고, 고등학교 단계에서 기
초적인 학습 달성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지만, 평균점이 수학Ⅱ는 28.39
점, 수학Ⅱ 수학B는 50.86점으로 예년에 비해 다소 내려가 목표인 60점에 크게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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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수학Ⅱ와 수학Ⅱ 수학B 사이의 난이도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선택문
제 사이의 난이도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학Ⅱ의 평균점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수학Ⅱ와 수학Ⅱ
수학B의 큰 평균 차는 각 과목을 선택하는 수험생의 학력 차이에 기인하기 때문에,
수학Ⅱ 문제만을 쉽게 하는 것은 새로운 불평등 및 다른 선택과목을 택한 경우와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므로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
셋째, 하위 문항의 양과 난이도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험생에게 생각할 시간을 충분
히 보장함과 더불어 목표 평균 60점이 되도록 출제되기를 바라고 있다. 수학적인 사
고력을 평가하는 문제일수록 차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60분 시험시
간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문항의 난이도가 더 어려워질 것에 대한 우려로
현 시점에서 대안을 찾아주기를 출제담당부원에게 바라고 있다. 특히 2009년 시험의
경우 시간부족을 호소하는 수험생이 유난이 많았다. 10∼30분 정도의 시험연장에 대
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나. 문항 분석

지금까지 센터시험 수학의 성격 및 구성, 시험 결과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2009년 1월에 치러진 수학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 분석을 통하여 수능 수
리영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센터시험의 문항 제작
의 방침과 수능에서의 출제 방침을 비교 분석하였고, 둘째 수학Ⅰ 및 수학Ⅰ 수학A
의 문항에서 해석 1문항, 통계 1문항, 수학Ⅱ 및 수학Ⅱ 수학B에서 기하 1문항, 대
수 1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각 내용 영역별로 총 네 문항
에 대한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능 시험에서 제시하고 있는 출제의 기본 방향과 입시센터 출제담당부원들이 제
시하고 있는 문항 제작의 방침을 비교하여 표로 나타내면 <표 Ⅱ-2-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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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12> 수능과 센터시험 출제 방향의 비교
요소

수능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
교육과정 고등학교
수한
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문항을
반영 출제함.
단순 암기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문
제나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 위주의
문항의 문항 출제를 지양하고 계산 능력, 이
특성 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함.
출제의 문항의 내용과 소재가 특정 영역에
범위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출제함.
시험결과 대학입학시험으로서의 변별력이 있는
의 성격 문항을 출제함.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속하는 내
용은 간접적으로 관련지어 출제함.
‘가’형의 선택과목 문항은 국
기 타 수리
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내용뿐만 아
니라 수학Ⅰ 또는 수학Ⅱ의 내용
과도 통합하여 출제 가능함.

센터시험
고등학교 단계의 수학의 기초적 학습
도달도를 적절히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출제함. 교과서 내용을 준거로 출제함.
단순히 기억력에 기초하는 문항이 아
니라 내용을 이해하고 수학적인 사고
방법의 기초를 습득하고 있으면 충분
히 풀 수 있도록 기교를 피하고 계산
편중에 빠지지 않고 사고력을 재는
문제를 출제함.
특정한 사항이나 분야에 치우치지 않
고, 시험범위를 넘기지 않으면서 모
든 단원에서 균형 있게 출제함.
대학별 본고사에서 수학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을 위해 수험자의 수학적인
능력을 판정하는 자료로 유효하도록
문항을 출제함.
- 수험생이 본질적이지 않은 곳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질문의 구
성이나 흐름, 시간 등을 충분히 배
려하여 출제함.
- 과거 기출문제를 가급적 피하고 새
로운 유형의 문제를 출제함.
- 선택과목 간, 본시험과 추 재시험
간의 난이도 차가 없도록 출제함

수능과 센터시험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출제하고 있고 특정 내용이
나 소재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출제하고 있지만 센터시험은 ‘기초적 학습 도달
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수능이라기보다는 1980년대 우리가 실시하던 학력고사
에 가까운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수능은 대학입학시험으로서 변별력 있는 문항을
출제하여야 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대학별 고사를 치르고 있으므로 입학시험으로서
의 변별력의 비중이 수능보다 약하다. 또한, 수능 수리영역에서는 ‘가’형에 비해 ‘나’
형이 쉽게 출제되는 반면 센터시험에서는 선택과목 간 절대 난이도의 차이가 없도
록 출제되기 때문에 선택과목 간 평균 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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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학Ⅰ 및 수학Ⅰ 수학A
2009학년도 센터시험의 수학Ⅰ 및 수학Ⅰ 수학A의 문항에 대한 분석표는 <표 Ⅱ
-2-13>과 같다. 시험 한 세트 당 각 문항 번호별로 내용 영역과 교과서의 대단원
및 문제해결에 필요한 관련내용, 하위 문항 수, 배점 등을 나타내었다.

<표 Ⅱ-2-13> 2009년 수학Ⅰ 및 수학Ⅰ 수학A의 문항 분석표

내용
과목 문항
대단원
관련내용
번호 영역
1 대수 방정식과 부등식 이차방정식, 식의 전개와 인수분해
2 해석
이차함수
이차함수의 꼭짓점, 이차함수의 최솟값
수학Ⅰ
3 기하 도형과 계량 삼각비, 사인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4 대수 방정식과 부등식 식의 전개, 수와 식
부등식(Ⅰ)
1 대수 방정식과
집합과 논리(A) 식의 전개와 인수분해, 명제와 증명
수학Ⅰ 2* 해석
이차함수
이차함수의 꼭짓점, 이차함수의 최솟값
수학A 3** 기하 도형과 계량 삼각비, 사인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4 통계 경우의 수와 확률 경우의 수, 확률과 그 기본적인 법칙
* 수학Ⅰ 2번 문항과 공통문항
** 수학Ⅰ 3번 문항과 공통문항

하위
문항 수 배점
6 25
7 25
8 30
5 20
5 20
7 25
8 30
7 25

내용 영역을 보면, 대수 영역에서 2문항, 기하 영역과 해석 영역에서 각각 1문항
씩 출제되었다. 배점은 ‘20점, 25점, 30점’의 세 가지 유형이다. 큰 문제가 작은 여러
개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서 한 문제당 배점이 높은 편이다. 하위 문항 수의 산정
은 학생이 답안지에 마킹을 해야 하는 빈칸의 개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하는 경우의 수에 의해 결정한다. 그렇긴
하지만 대체로 배점이 높을수록 하위 문항 수가 많다. 하위 문항 수는 20점 문항은
5개 정도, 25점 문항은 6～7개, 30점 문항은 8개 정도이다.
이하에서는 수학Ⅰ 및 수학Ⅰ 수학A에서 출제되어진 각 네 문항 중에서 한 문항
씩 선택하여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의 특징 및 수능 수리영역 문항과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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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학Ⅰ : 문제 2(배점 25)
[문제 2] 를 상수라고 하고,  의 이차함수            의 그래프를 라 하
자. 그래프 의 꼭짓점의 좌표를 를 써서 나타내면   ㄱ  ㄴㄷ   ㄹ   ㅁ  이다.
ㅂ ± 
ㅅ
(1) 그래프 가  축과 접하는 것은   
일 때이다.
ㅇ
(2) 이차함수가 구간   ≤  ≤  에서의 최솟값을  이라고 하자.   ㄴㄷ   ㄹ   ㅁ 이 되
는 것은 ㅈㅊ ≤  ≤ ㅋ 일 때이다. 또   ㅈㅊ 일 때   ㅌㅍ  ㅎ , ㅋ   일 때
라 바사

  가나   다 이다. 따라서    이 되는 것은      일 때이다.

마
아






이 문항에 대한 센터시험의 평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제 의도는 계수에 문자가 포함된 이차함수 및 그 그래프의 꼭짓점, 축, 함
수의 최대 최소를 제재로 하여, 기본적인 사항의 이해도와 계산력을 평가하는 문제
이다.
둘째, 내용 영역은 규칙성과 함수 영역이고, 행동 영역은 계산 영역 및 이해 영역
이다. 구체적으로 문항 (1)은 계수에 문자가 포함된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짓점의
좌표, 그 그래프가  축과 접할 때의 조건을 구하게 하는 문제이고, 문항 (2)는 주어
진 구간에서의 함수의 최솟값에 관한 문제이다.
셋째, 시험 결과를 보면, 이차함수가 학교에서 다루어지는 중요성과 문항 수준에
비해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식을 적용하는 하위 문항은 학생들
이 비교적 잘 해결하였지만, 구간내의 함수의 최댓값과 최솟값 문제에서는, 능력 집
단 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0점을 받은 수험생이 매우 많았다.
넷째, 시험 문제의 분량과 수준을 보면, 그래프의 꼭짓점의 좌표를 구하게 하는
부분은 계수가 짝수이어서 계산하기 쉬웠고, 전반적인 하위 문항 수, 계산량, 수준은
적당하였다. 하지만, 문항 (2)의 마지막에서 적당한 의 값을 찾는 부분은 의 값이
조건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소 사고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시험 문제의 형식과 관련된 측면을 보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문제로,
매개변수에 의한 전형적인 분류문제이지만, 기존의 유사한 문항과 비교하였을 때 전
체적인 흐름이 통상적인 것과 다소 달라서 수험생들이 혼동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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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학Ⅰ 수학A : 문제 4(배점 25)
[문제 4] 주사위를 반복하여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더해 간다. 그 합계가 4 이상이 되는 장면에서
던지는 것을 종료한다.
(1) 1의 눈이 나온 장면에서 종료하도록 눈이 나오는 경우는 ㄱ 가지이다.
2의 눈이 나온 장면에서 종료하도록 눈이 나오는 경우는 ㄴ 가지이다.
3의 눈이 나온 장면에서 종료하도록 눈이 나오는 경우는 ㄷ 가지이다.
4의 눈이 나온 장면에서 종료하도록 눈이 나오는 경우는 ㄹ 가지이다.
ㅁ
ㅅ
(2) 던지는 횟수가 1회에서 종료할 확률은 
이고, 2회에서 종료할 확률은 
이다. 종료할
ㅂ
ㅇㅈ
때까지 던지는 횟수가 가장 많은 것은 ㅊ 회이고, 던지는 횟수가 ㅊ 회에서 종료할 확률은
ㅋ
가나다
이다. 종료할 때까지 던지는 횟수의 기댓값은 
이다.

ㅌㅍㅎ
라마바

이 문항에 대한 센터시험의 평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제 의도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방식에 대해 빠짐없이 셀 수 있
는 능력과 독립시행의 확률 및 기댓값의 계산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둘째, 내용 영역은 확률과 통계 영역이고, 행동 영역은 계산 영역과 이해 영역이다.
셋째, 시험 결과를 보면, 이 문항의 평균이 전체 네 문제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사위 눈의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쉽게 헤아릴 수 있지만, 이 문항은 4 이상인 경
우를 세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틀린 것으로 짐작된다.
넷째, 시험 문제의 분량과 수준을 보면, 확률과 통계에 포함되는 경우의 수, 확률,
기댓값이 균형 있게 출제되어 있다. 문제의 뜻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힘이나 경우의
수를 정확히 세는 힘을 측정하기에 매우 좋은 문제로 평가하고 있으며, 하위 문항
수, 계산량 등은 모두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수험생들 대상의 설문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항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시험 문제의 형식과 관련된 측면을 보면, 문항 (1)에서 문제 의미를 파악
함 동시에 경우의 수를 세도록 하고, 문항 (2)에서는 확률과 기댓값을 계산하게 하
는 것은 센터시험 문항에서는 매우 전형적인 형식이다. 따라서 기출문항에 익숙한
학생이 경우의 수를 조사하면서 확률을 생각한다면 문항 (1), (2)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문제의 순서를 기댓값을 구하는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다음 경우의 수를 조사하는 방식의 제안도 있었고, 일부 수험생들이 오해할 만한 표
현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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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능과의 비교

첫째, 센터시험의 수학Ⅰ, 수학Ⅰ 수학A의 문항은 출제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이
에 따라 문항을 체계적으로 출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출제 원칙은 수능에서
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둘째, 센터시험 문제에서 수능과 유사한 행동 영역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어
서 수능의 분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센터시험 문항의 경우 대부분의 문항들이
계산 영역과 이해 영역에 집중되어져 있었다. 특히 계산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
석된다. 수능 수리영역이 계산, 이해, 연역적 추론, 발견적 추론, 수학 내적 문제해
결, 수학 외적 문제해결 등 다양한 수학적 능력을 측정하는 것과 비교할 때, 입시센
터에서는 센터시험 문항이 사고력을 재는 문제를 출제한다고 하지만(표 Ⅱ-21) 실제
로는 다소 단편적인 수학적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센터시험의 수학Ⅰ시험의 평균이 49.34점, 수학Ⅰ 수학A시험의 평균은 63.96
점으로 선택과목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수능 수리영역에서도 ‘가’형과 ‘나’형의
평균은 다소 차이가 난다. 이러한 점수의 차이는 우리와 일본 모두 응시집단의 수학
적 능력의 차이로 기인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차이점은 센터시험에서는 응시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조정하지는 않
는다는 것이다. 센터시험에서는 선택과목 간 평균의 차이를 조정하려고 노력하기보
다는 문항 자체의 절대 난이도를 균등히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수능은 응시
집단의 학력 수준을 고려하여 ‘가’형에 비해 ‘나’형을 쉽게 출제하고 있다.
넷째, 센터시험 문항은 크게 네 문항 출제되고 하위 문항까지 포함하면 대략적으
로 수학Ⅰ은 26개, 수학Ⅰ 수학A는 27개 문항이 출제된다. 수능시험이 30문항인 것
을 감안하면 문항 수는 약간 적지만, 센터시험의 시험시간이 60분, 수능 수리영역이
100분인 것을 감안하면 센터시험이 해결해야할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다. 시험 문항
의 수준은 수능보다 다소 낮다. 특히 큰 문항 내의 하위 문항들은 서로 종속적이어
서 문항의 첫 부분에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문항 전체 풀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소 불합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센터시험은 교과서 크기인 4×6배판 용지에 인쇄되고, 수학Ⅰ과 수학Ⅰ 수
학A 모두 총 8면으로 구성된다. 수능의 경우 A3 용지에 인쇄되고, ‘가’형은 16면,
‘나’형은 8면으로 구성된다는 측면에서 공간적인 여유가 많고, 이에 따라 풀이를 위
한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 반면 센터시험은 풀이 공간 부족에 대한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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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에서 지적되고 있다.
여섯째, 답지의 형식을 보면, 센터시험은 단답형과 유사한 ‘다지선택형’ 답지 형태
를 지니고 있어서, ‘5지선택형’ 형식을 취하고 있는 수능보다 학생들의 문제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더불어 분수 표현 및 소수 표현이 모두 가능하여 다양한
유형의 문항 출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2) 수학Ⅱ 및 수학Ⅱ 수학B
2009학년도 센터시험의 수학②에 해당하는 수학Ⅱ 및 수학Ⅱ 수학B의 문항에 대
한 분석표는 <표 Ⅱ-2-14>와 같다. 시험 한 세트 당 각 문항 번호별로 내용 영역과
교과서의 대단원 및 문제해결에 필요한 관련내용, 하위 문항 수, 배점 등을 나타내
었다. 수학②는 수학①과 달리 수학Ⅱ 수학B에서 필수문항과 선택문항으로 나누어
진다. 4개의 선택문항 중에서 2문항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표 Ⅱ-2-14> 수학Ⅱ 및 수학Ⅱ 수학B의 문항 분석표

문항 내용
대단원
번호 영역
1 해석 여러 가지 함수
미분과 적분
수학Ⅱ 23 해석
기하 도형과 방정식
4 대수 식과증명고차방정식
1* 해석 여러 가지 함수
필수 **
2 해석 미분과 적분
수학Ⅱ
3 대수
수열
벡터
수학B 선택 4 기하
(택2) 5 통계 통계와 컴퓨터
6 대수 수치계산과 컴퓨터
* 수학Ⅱ 1번 문항과 공통문항
** 수학Ⅱ 2번 문항과 공통문항
과목

하위
관련내용
문항 수 배점
로그함수, 삼각함수
9 30
미분, 최댓값과 최솟값, 정적분
9 30
점의 좌표, 원의 방정식
6 20
정식의 나눗셈, 인수정리, 고차방정식 6 20
로그함수, 삼각함수
9 30
미분, 최댓값과 최솟값, 정적분
9 30
등비수열, 점화식과 수열
7 20
벡터와 그 연산, 공간좌표와 벡터 9 20
분산, 대푯값, 산포도
9 20
간단한 프로그램, 알고리즘
11 20

수학Ⅱ는 해석 영역에서 2문항, 대수 영역과 기하 영역에서 각각 1문항씩 출제되
었다. 배점을 보면, 20점, 30점 두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다. 큰 문제가 여러 개의
하위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서 문제당 배점은 비교적 높다. 하위 문항 수의 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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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Ⅰ과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하고 있었다. 배점에 따른 하위 문항 수를 보면 20점
문항은 6개 정도, 30점 문항은 9개 정도의 하위 문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수학Ⅱ 수학B의 필수 문항은 모두 수학Ⅱ와 공통문항으로, 두 문제 모두 해석
영역에서 출제되었다. 선택 문항은 대수 영역에서 2문항, 기하 영역, 통계 영역에서
각각 1문항씩 출제되었다. 수학Ⅱ에서도 대수와 기하를 다루지만, 2009년도 치러진
수학Ⅱ 수학B 시험에서는 대수 영역과 기하 영역을 모두 수학B에서 배우는 것으로
출제하였다. 문항의 배점은 필수문항이 각각 30점, 선택문항이 각각 20점이었다. 하
위 문항 수는 문항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벡터와 통계 문제의 경
우 비교적 간단한 문항들이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수치계산과 컴퓨터문제는
매우 간단한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간단한 문항들이 다수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수학 및 수학Ⅱ 수학B에서 출제되어진 각 네 문항 중에서 한 문항씩
선택하여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의 특징 및 수능 수리영역 문항과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수학Ⅱ : 문제 3(배점 20)

[문제 3] 좌표평면에서 원점 O 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의 두 점 P Q 에
대하여, 선분 PQ 위의 점 N 을 PN  NQ     이 되도록 잡는다. 단, P 와 Q 가 일치할 때는, N
은 P Q 와 같은 점으로 한다.
(1) 점 P Q 의 좌표를 각각 cos  sin  cos  sin  라고 하자. 여기서,  ≤    ,
cos  ㄱ cos
 ≤    로
한다. 이때, 점 N 의 좌표    는   
,
ㄴ


sin  ㄷ sin

 
ㄹ

로 주어지고   




ㅁ
ㅇㅈ
  cos    
ㅂㅅ
ㅊㅋ

이 되므로, 점 P Q 를

ㅌ
원  위에서 움직일 때,    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  
ㅍㅎ










≤

이다.

ㅌ
(2) 점 P Q 를 원  위에서 움직였을 때, 점 N 은 부등식 
≤    ≤  …(*)이 나타내는
ㅍㅎ
영역전체를 움직이는 것을 나타내 보자. 점 Q cos  sin  를 고정하고, 점 P 를  위에서
가
다
마
1회전시켰을 때, 점 N 의 자취는, 점 T  
cos   sin  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인
나
라
바
원  이다. 나아가, 점 Q 를  위에서 1회전시켰을 때, T 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사
인 원 위를 1회전한다. 따라서 점 Q 를  위에서 1회전시켰을 때, 원  가 지나서 생기

아
는 도형은, 위의 부등식 (*)이 나타내는 영역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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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항에 대한 센터시험의 평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제 의도는 원 위의 두 점의 내분점의 자취를 고찰하고, 그것을 부등식으
로 바르게 표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둘째, 내용 영역은 기하 영역이고, 행동 영역은 계산 영역과 이해 영역이다. 구체
적으로는 문항 (1)은 원 위의 두 점을 잇는 선분의 내분점을 구하고, 그 내분점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 취하는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이고, 문항 (2)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점의 영역을 구하는 문제이다.
셋째, 시험 결과를 보면, 한 원 위를 움직이는 두 점의 내분점의 자취의 넓이를
구하는 이 문제는 문제의 흐름이 매우 꼼꼼하게 유도되어 있고 계산량이 작아 높은
정답률을 기대하였지만 실제로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넷째, 시험 문제의 분량, 수준을 보면, 하위 문항의 분량은 매우 적절하였지만, 원
위의 임의의 두 동점을 다루는 것과 함께 그 중 한 점을 고정하는 것까지 고찰하여
야 하기 때문에, 문항 (2)는 학생들에게 다소 수준이 높은 어려운 문제로 판단된다.
다섯째, 시험 문제의 형식과 관련된 측면을 보면, 문항 (1)은 시험지의 여백이 충
분하여 도형을 그리는 등의 활동을 하기에 충분하였고, 문항 (2)는 두 점이 움직일
때 한 쪽을 고정해 두고 다른 쪽을 움직이게 하는 수학적인 사고를 문제 과정 속에
서 매우 잘 드러내어 매우 좋은 문항 구성으로 보인다.
(나) 수학Ⅱ 수학B : 문제 3(배점 20)

[문제 3] { }을 첫째항  이 1이고 공비가  인 등비수열이라고 하자. 수열 { }의 짝수 번째 항
을 취하여, 수열 { }을         ⋯ 으로 정한다.     로 둔다.
















(1) { }도 등비수열이고, 그 첫째항은


또, 곱  

 

⋯ 

을 구하면  

 

(2) 또한, 수열 { }을


ㄱ

ㄴ

, 공비는

ㅈ
⋯   
ㅊ

ㄷ

ㄹ



이다. 따라서



ㅁ



ㅅ

     

ㅂ

ㅇ

이 된다.

   ․      ⋯

으로 정하고,

이 성립하므로  ㅋ 
또, 이 좌변의 합을 정리하여 고쳐 쓰면,  ,  ,  을 써서

  로 둔다.


 







ㅋ      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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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ㅌ  ⋯ ①

이다.



 ㅋ 

    



①과 ②로부터 



 ㅍ   ㅎ    가 ⋯ ②
나다 바사   아자
   ․
라마
라마

로 나타낼 수 있다.



차

이 된다.

이 문항에 대한 센터시험의 평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제 의도는 등차수열, 등비수열 등 기본적인 수열의 일반항과 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묻고, 이들과 점화식을 이용하여 수열의 합을 구하도록 하는 문항
으로 기본 개념과 응용력을 함께 평가하고 있다.
둘째, 내용 영역은 대수 영역이고, 행동 영역은 계산 영역과 이해 영역이다. 구체
적으로 문항 (1)은 조건을 만족하는 등비수열의 초항, 공비 및 제항까지의 합과 곱
을 구하는 문제이고, 문항 (2)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합을 유도하는 과
정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셋째, 시험 결과를 보면, 문항 (1)은 등비수열에 관한 표준적인 문제이지만, 문항
(2)의 초반에 점화식을 구성하는 문제는 예상보다 매우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넷째, 시험 문제의 분량과 수준을 보면, 분량은 적절하지만, 문항 (2)의 경우 다양
한 수열( ,  ,  )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계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수열의 부분합과 여러 가지 관계식이 계산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어서
다소 어렵다. 최초의 점화식에서 양변의 ㅋ 와 ㅌ 에 시간을 빼앗긴 수험생은 매우
당황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이 빈 부분을 간단히 메울 수 있는 수험생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을 구하는 빈칸에 맞는 변형계산이 또한 까다로운
부분이었다.
다섯째, 시험 문제의 형식과 관련된 측면을 보면, 문항 (1)에서 수열 { }의 설명
을 매우 자세히 다루고 있어서 이해하기에 매우 적절하였지만, 문항 (2)는 구해야할
값을 묻는 빈칸이 등식의 양변에 연속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무엇을 묻는지 파악
하기 매우 어려운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문항의 배점은 적절하였고, 문항 (1)의 등
비수열에서 짝수항을 취해 새로운 수열을 구성하는 좋은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다) 수능과의 비교

첫째, 센터시험의 수학Ⅱ, 수학Ⅱ 수학B의 문항 역시 수학Ⅰ, 수학Ⅰ 수학A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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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출제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이에 따라 문항을 체계적으로 출제하는 것으
로 보이고, 이것은 수능 시험과 같다. 그러나 센터시험의 일부 문항은 지나치게 기
교적이어서 센터시험 문항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당하기도 한다. 수능 수리영역
이 계산이나 기교보다는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주로 평가하는 것
과는 대조적이다.
둘째, 수학Ⅱ, 수학Ⅱ 수학B 시험 문항도 수학Ⅰ, 수학Ⅰ 수학A와 마찬가지로 계
산 영역과 이해 영역에 치중하여 출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용 영역을 보면, 전 내
용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하고 있지만 해석 영역에 약간 치중되고 있다. 이것은 수학
Ⅱ 내용 자체가 해석 영역에 치중되어 있고, 또 대수와 기하 영역은 수학B에서도
다루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수능에서는 ‘가’형의 공통문항은 전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된다.
셋째, 센터시험의 수학Ⅱ 시험의 평균이 28.39점, 수학Ⅱ 수학B시험의 평균은
50.86점으로 선택과목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수의 차이는 수학Ⅰ, 수학
Ⅰ 수학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응시집단의 수학적 능력의 차이에 기인한다. 앞에서
도 언급하였지만 센터시험은 평균의 차이를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불평
등한 것으로 보고 평균이 아닌 문항의 절대 난이도를 균등히 하려고 하고 있다.
넷째, 센터시험 문항 수는 수학Ⅱ는 네 문항이고, 수학Ⅱ 수학B는 총 6문항이 출
제되는데, 이중에서 필수 2문항과 선택 2문항(네 문항 중 두 문항 선택)이 있다. 수
능 ‘가’형의 경우도 30문항 중 5문항을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중에
서 선택하여 풀도록 한다. 센터시험과 수능의 차이는 선택 문항이 센터시험의 경우
더 많고, 센터시험에서는 문항을 보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수능에서는 수
능 원서를 접수할 때 선택한 과목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 다르다.
다섯째, 문항 수 면에서, 하위 문항 수까지 포함하면 수학Ⅱ는 30개, 수학Ⅱ 수학
B는 선택 문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34～38개 정도이다. 센터시험의 시험시
간이 60분, 수능이 100분인 것을 감안하면 센터시험의 문항의 수가 매우 많고, 난이
도 수준은 수능보다 낮다. 실제로 이종승 외(2004)도 센터시험의 약점으로 변별력
저하를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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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능에 주는 시사점

(1) 수능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수능과 센터시험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능과 센터시험은 모두 국가수준의 수학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입학시험에서도 국가수준에서 정한 교과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시험 문항을 개발하
고 있다.
둘째, 수능과 센터시험은 모두 출제를 위한 기본적인 방침 혹은 출제 방향을 확립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제를 위한 제작방침 및 출제 의도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셋째, 수능과 센터시험 모두 특정 내용 영역에 치중하지 않고 전 영역에 골고루
출제하려고 노력한다.
넷째, 수능과 센터시험 모두 선택과목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 선택과목 사이에
평균점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평균점 차이의 원인도 난이도 차이
가 아니라 응시집단의 수학적인 능력의 차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한편 수능과 센터시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능은 수리 ‘가’형과 ‘나’형 두 종류의 유형 중에서 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
지만 센터시험은 총 4개의 과목 중에서 한 과목 혹은 두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 모두 8가지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특히 수학Ⅰ, 수학A
과목과 수학Ⅱ, 수학B 과목을 모두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수능으로 말하자면 수리 ‘나’형과 ‘가’형을 모두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수리
‘가’형과 ‘나’형의 학습량 차이, 난이도 조절,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 교차지원 등으로
인한 유 불리 문제를 센터시험에서는 두 시험을 모두 치를 수 있도록 함으로 완화
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수능 문항은 독립적인 개별 문항으로 개발되지만, 센터시험에서는 각 단원
별로 큰 문제가 출제되고 그 안에 작은 문제들이 여러 개 있는 복합적인 문항으로
출제된다. 센터시험과 같은 형식은 여러 단계를 요구하는 문제를 학생들의 풀이를
유도하며 출제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을 평가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문제의 앞부분에서 막히거나 틀리게 되면 뒷부분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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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게 되어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입시에서 수능의 비중이 매우 커서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의 대부분이 수능을 응시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2009년에 40.4%가 응시하였고,
이것이 역대 최고 수치라는 점이 대비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수험생의
92.87%가 수리 ‘가’형이나 수리 ‘나’형 중 하나를 택하여 응시하고 있지만, 일본은 우
리나라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전체 응시자의 72.21%가 수학에 응시하고 있다.
넷째, 수능 수리영역 문항은 5지선다형 문항과 단답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
면 입시센터 수학 시험은 모든 문항이 단답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수
능에서 출제되는 유형과 같은 단답형 문항은 아니다. 수능에서는 결과로 나온 답만
을 OMR카드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지만 센터시험 문항은 최종적인 결과뿐 아니라
풀이의 과정의 중요 부분을 비우고 이 부분에 적절한 답을 하도록 되어 있다.
다섯째, 단답형 문항에 대하여 수능은 세 자리 이하 자연수로 단답형 답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고, 실제로는 채점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 자리 자연수 정답을 피하
고 있다. 그러나 센터시험 문항은 소수 표현, 분수 표현, 무리수 표현 모두 가능하도
록 하여, 출제상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여섯째, 단답형 문항 표기에 대하여, 센터시험 문항에서는 분수나 무리수 표현을
앞의 예시문항에서 볼 수 있듯이 문항에서 주고, 그 중 숫자 부분만을 표기하도록
한다. 숫자 부분도 각 자리 수에 따라 빈 곳을 달리하므로 엄밀히 말하여서는 각 자
리에 0～9까지의 10개 숫자 중 하나를 표기하는 것이다(문항에 따라 ⓐ, ⓑ, ⓒ, ⓓ
중 하나를 표기하도록 하기도 한다). 이러한 표기 시스템 때문에 입시센터에서는 자
신들의 문항을 ‘다지선택형 문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3)
일곱째, 선택과목 사이에 매우 큰 평균점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 방법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수능은 ‘가’형 응시집단과 ‘나’형 응시집단의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면
서도 표준점수를 가급적 일치시키려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지만, 센터시험은 두 집단
의 능력의 차이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선택과목의 절대 난이도 차이를 최소화
시키려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평균점 차이를 다소 인정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여덟째, 수능은 시험지가 A3용지에 ‘가’형 16면 ‘나’형 8면이지만 센터시험은 4×6
23) http://www.dnc.ac.jp/center_exam/21exam/pdf/h21_gaiyou.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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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판 용지에 8면을 인쇄하여 풀이 공간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 수능 수리 영역에 주는 시사점
센터시험의 수리영역 문항 분석 결과 수능 수리영역 문항이 센터시험 문항보다
학생들의 사고력을 측정하기에 더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센터시험 문항
은 각 대단원별로 한 문항 정도 출제되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특정 내용 영역에
국한되어 출제할 수밖에 없다. 비록 하위 문항이 많긴 하지만 이 하위 문항도 큰 문
항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수학의 여러 개념, 원리, 법칙 등 다양한 내
용 영역을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행동 영역과 관련하여, 수능의 경우 계
산, 이해, 추론, 문제해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출제되고 있고, 추론 및 문제해결 영
역에서 고차원적 사고력을 요하는 수준 높은 문항이 다수 출제되고 있지만, 센터시
험 문항은 계산, 이해 영역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짧은 시험 시간 안에 많은 하위 문항을 답해야 하는 구조적인 결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일본 자체 분석 결과나 이종승 외(200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센터시험 문항은 난이도가 다소 낮아 학생 변별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
다. 결론적으로, 센터시험 문항보다는 수능 문항이 학생들의 사고력과 다양한 수학
적 능력을 측정하기에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에서는 센터시험이 주는 시사점을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본다. 하나는
올해 또는 내년부터 즉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이고, 다른 하나는 체제 개선이 요구되
거나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시사점이다.
(가) 적용 가능한 시사점

첫째, 센터시험의 경우 한 문항이 하위 문항을 여러 개 포함하는 구조로 출제된
다. 이와 같은 문항의 장점은 학생들의 수학적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즉, 우연이나 추측에 의해 정답을 맞힐 가능성이 낮다. 수능은 한 문항
당 하나의 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변형시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
를 들어, 현재 완성형 문항에서는 ‘빈칸에 알맞은 것은?’ 이라는 문두로 끝나고 있는
데, 이것을 ‘빈칸에 들어갈 수들의 합은?’과 같이 물을 수 있다. 이를 도입한다면 완
성형 문항에서 답지에 나온 답을 증명 과정이나 풀이 과정에 역으로 대입하여 해결
할 수 있다는 단점을 일부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난이도가 높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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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도가 높은 문항을 출제할 경우, 학생들에게 중간 과정을 일부 제시하여 줄 수
있어서 교육적인 효과도 문항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능 문항을
센터시험 형식으로 일부 수정하면 다음과 같다.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 21번]
 이 자연수일 때,  에 대한 무리방정식 
    
     이 실수해를 갖도록 하는 모
든  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4점]

이 문항의 경우 문항의 수준이나 완성도는 매우 높지만 정답률과 변별도가 높지
않았다. 이를 센터시험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수정 문항]  이 자연수일 때,  에 대한 무리방정식 
    
     이 있다. 이 무리
방정식의 실수해를 갖도록 하는 모든  의 값을 모두 구하기 위하여 양변을 제곱하여 정리하면,

      ㄱ   ㄴ  이다. 다시 양변을 제곱하여 정리하면, 실수해를 갖도록 하는
서로 다른 의 값의 개수는 ㄷ 개이고, 무연근의 개수는 ㄹ 개다. 이때 ㄱ  ㄴ  ㄷ  ㄹ 에 알맞
은 수들의 합은?


이렇게 수정하면 이 문항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특성과 평가요소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정답률과 변별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다만 새로운 유형이므로
수능에 적용하기 전, 모의평가에 먼저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센터시험의 문항 유형에서 취하고 있는 정답의 표현과 OMR 카드 표기법과
관련하여 센터시험의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단답형 정답
을 세 자리 이하 자연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출제위원의 자유로운 문항 개발을
제한하고 수험생들의 실수를 유발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
제연구부에서는 센터시험 문항과 미국 SAT 시험의 분석을 참고로 하여 수능 수리
영역 단답형 문항 유형을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2010학년도 수능
에 반영하였다.
셋째, 4×6배판 인쇄를 택하고 있는 센터시험의 경우 문제풀이를 위한 시험지 여백
의 부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A3 인쇄를 택하고 있는 수능에 대하여 일부
에서 제기되는 시험지의 축소에 대한 건의는 센터시험의 예를 타산지적으로 삼아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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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가 필요한 시사점

첫째, 센터시험 수학 과목의 모든 문항은 다지선택형이라고 불리는 단답형 문항이
다. 수능의 경우 수리영역에서만 단답형이 출제되기는 하지만, 전체 30문항 중에서
9문항(30%)만을 단답형으로 출제하고 있다. 수학의 특성상 학생들의 수학적 능력을
측정하는 데에는 단답형 문항이 더 바람직하다. 실제로 수능 문항에서 단답형 문항
의 변별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수능 수리영역 문항의 5지선다형과 단
답형 비율의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센터시험처럼 모든 문항을 단
답형으로 출제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채점 상의 어려움이나 학생들이 느끼는 난
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 비율로 단답형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단
답형의 비율이 높아질 경우 학생들의 임의 추측에 의한 정답 비율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시험의 평균점수는 낮아지겠지만 측정의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라 기대된다.
둘째, 수리영역의 경우 완성형 문항이 한 문항 이상 출제되고 있다. 현재 출제되
고 있는 완성형의 답지 구성의 한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2010학년도 6월 모의평
가 15번).
①
②
③
④
⑤

(가)

(나)

C    


× C

    

× C

  

× C

  
 × C   

C   

 × C 

C 

C    

  C   

C     

  C   

C   

C 
  C   

(다)

위의 완성형 문항의 답지 형태를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가), (나), (다)에 옳은 것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풀
수 있다는 것이다. 세 개 중에서 한두 개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다른 하나는 우연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답지에 있는 수나 식을 증
명 과정이나 풀이 과정에 거꾸로 대입하여 옳게 성립하는 것을 답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센터시험 문항의 답지 구성을 일
부 변형하여 수능에 적용할 수 있다. 다음은 위의 완성형 문항을 변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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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알맞은 것은?
① C ②


(나)에 알맞은 것은?
① C
②


③

  C   



   

C     

(다)에 알맞은 것은?
①  × C ②  ×


 

C 

  C   

③

C   

③  ×

C 

④

C 

④

C    

④  ×

⑤

C  

 C  

⑤

C   

⑤ ×

C 

이와 같은 답지 구성을 채택할 경우 완성형 문항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
함과 동시에 문항의 변별도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변형은 OMR 카드의 변형을 필요로 한다. 현재에도 완성형 문항은 ‘가’형과 ‘나’형
공통으로 1문항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 문항을 일정 번호(이를테면 5지선다형 마지
막 문항)에 고정시키고, OMR 카드를 다음 [그림 Ⅱ-4-1]과 같이 수정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림 Ⅱ-4-1] OMR 카드 작성 예시
위와 같이 문항을 변형하여 제시할 경우, 임의 추측에 의해 문항을 해결하는 학생
들이 줄어듦에 따른 변별력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완성형 문항이 지향하는 증명 과
정이나 풀이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 평가목표
와 출제의도에 더 부합할 것이다. 다만 OMR 카드의 변형과 이에 따른 채점 시스템
수정을 요하므로 관련자들의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쳐야 할 것이다.
셋째, 센터시험에서는 학생들이 수학① 시험과 수학② 시험을 모두 치를 수 있다.
반면 수능에서는 ‘가’형과 ‘나’형 중에 하나만 치르도록 되어 있다. 현재 수능에서는
‘가’형과 ‘나’형의 선택에 따른 유 불리 문제 및 난이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나’형은 ‘가’형 문항에 비해 절대 난이도가 상당히 쉬운 편임에도 불구하
고 낮은 평균과 높은 표준점수를 보이고 있어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나’형을 치르고
있고, 이것은 교차지원의 허용과 더불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현 수능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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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러한 부작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차후 수능 체제를 개선할
때에는 센터시험을 참고로 하여 ‘나’형은 공통으로 치르게 하고 ‘가’형은 선택하게
하여 시험 유형에 따른 유 불리 문제를 최소화 하되, 문항 수와 난이도, 시험 시간
을 조정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센터시험의 경우, 선택과목 간 평균점 차이를 응시집단의 능력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라고 판단하여 인정하고 있다. 특정 선택과목을 쉽게 출제할 경우 오
히려 새로운 불평등 및 다른 선택과목과의 형평성이 무너진다고 본다. 따라서 선택
과목 간 절대 난이도를 일치시키려 하고, 평균점을 맞추려 하지 않는다. 반면 수능
에서는 표준점수 체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절대 난이도보다 평균점과 표준편차를 일
치시키려 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센터시험 이외에 대학별 고사를 치르고 있어 고등
학교 졸업 예정자의 40% 정도 밖에 센터시험에 응시하지 않지만 수능은 대학입시
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다수 고교 졸업 예정자와 재수생이 응시하고 있는
민감도가 큰 시험이다. 따라서 절대 난이도를 맞출 것인가, 표준점수 최고점을 맞출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표준점수 체제의 장단점을 분
석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센터시험 문항에서는 그림이나 그래프의 제공을 가급적 삼간다. 2009년도
센터시험 한 문항에서 그림이 제공되었는데 이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수능에서는 대
부분의 경우 수험생들을 배려하여 그림이나 그래프를 제공한다. 철저하게 그림이나
그래프를 배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수능에서와 같이 그림과 그래프를 제
공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의 사고를 제한하거나 문항의 본질적인 의도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그래프의 제공 유무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연구 결과에
따라 수능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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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어(영어) 영역

센터시험 외국어 영역의 경우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한국어 등 총 5개
의 외국어 과목들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하게 되어있다. 모든 학생들이 필
수적으로 응시해야하는 외국어(영어) 영역과 선택과목인 제2외국어 영역으로 나누어
져 있는 현재 수능 출제 체제와 비교할 때, 영어가 필수응시 과목이 아니라 여러 외
국어 과목들 중의 하나인 선택과목이라는 점이 수능 외국어 영역과의 가장 큰 차이
점이라 할 수 있다. 센터시험 외국어 영역의 과목별 응시율을 살펴보면, 2009학년도
의 경우 수험생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99.84%의 학생들이 ‘영어’ 과목을 응시하
였으며 독일어 0.02%, 프랑스어 0.03% 한국어 0.03%, 중국어 0.08%를 차지하고 있
음을 볼 때 외국어 과목들 중 영어를 응시하는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의 대학들에서 영어만을 2차 시험(일종의 본고사) 과목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일본 대학들의 2차 시험 과목
이 변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영어 과목의 경우 크게 ‘듣기(영어 듣기 능력 및 말하기 능력 간접평가)’와 ‘필기
(영어 읽기 및 말하기 능력 간접 평가)’로 나누어져 있으며, 출제범위는 일본의 고등
학교용 교과서인 ‘영어Ⅰ’, ‘영어Ⅱ’, ‘오럴 커뮤니케이션Ⅰ’ 및 ‘오럴 커뮤니케이션Ⅱ’
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사항을 출제범위로 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수능 외국어 영역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센터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시험에 나타난 출제 범위, 출제 경향 등 전반적
이 특징을 밝히고 전체적인 시험 구성 및 개별 문항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가. 시험 구성 및 특징

2009년도에 ‘일본 대학입시센터 문항제작부’에서 작성된 출제 관련 방침에 따르면,
외국어 시험의 문항은 고등학교 외국어과 학습지도요령에 기재된 내용에 준거하며,
고등학교에서의 학습 성과가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하도록 하며, 회화체
에 비중을 두고 문장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배려하며, 외국어 과목들 간에는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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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출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원칙들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 센터시험에서 출제하는 모든 외국어 시험 과목들
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전반적인 출제방향ㆍ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센
터시험에서 출제되는 모든 외국어 과목들의 문항들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학습지
도요령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과 수준에 의거하며, 이와
아울러 회화체에 비중을 두며 과목 간 난이도의 균형성 등을 강조함을 볼 때 구체
적인 출제지침 또한 원론적으로 수능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센터시험의 문항 구성을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의 문항 구성과 비교하기위해 다
음 <표 Ⅱ-3-1>과 <표 Ⅱ-3-2>를 살펴보자.
<표 Ⅱ-3-1> 센터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문항 구성

구분 원점수 만점 문항 수
영역
듣기(말하기)
50점
25
필기(말하기) 200점
50(23)
계
250점
75
* 말하기는 간접평가 방식임.

비율
20%
80%(46%)
100%

시험시간
30분
80분
110분

문항 형태
4지선다형

<표 Ⅱ-3-2>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 문항 구성

구분 원점수 만점
영역
듣기(말하기)
34점
읽기(쓰기)
66점
계
100
* 말하기/쓰기는 간접평가 방식임.

문항 수
17
33
50

비율
34%
66%
100%

시험시간
20분 이내
50분
70분

문항 형태
5지선다형

<표 Ⅱ-3-1>과 <표 Ⅱ-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센터시험과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의 문항 구성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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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시험은 총 7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듣기시험과 필기시험으로 나
눠지며, 수능은 총 17문항으로 구성되며, 듣기와 말하기로 구분된다.
∙센터시험의 듣기시험은 총 50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5개의 문항들
을 30분 동안 풀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반면, 수능의 듣기는 총 34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20분 이내에 풀도록 되어 있다.
∙센터시험의 필기시험은 총 200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50개의 문항들
을 80분 동안 풀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한편 수능의 읽기는 총 66점 만점으로
33개의 문항들을 50분 동안 풀도록 되어 있다.
∙센터시험의 문항은 4개의 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일부는 6지선다형으로
구성), 수능은 모두 5지 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문항 분석

본 장에서는 센터시험 영어 문항의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평가요소를 중심으
로 기본적인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센터시험 영어 문항은 크
게 ‘듣기(영어 듣기 능력 및 말하기 능력 간접평가)’와 ‘필기(영어 읽기 및 말하기 능
력 간접 평가)’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두 유형에 포함되어 있는 문항들을 각각의 예
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듣기시험
○ 개관
시간

<표 Ⅱ-3-3> 센터시험 외국어(영어) 듣기시험의 구성

평가내용

문항 유형
점수
듣고 주어진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 문항당 2점
영어 듣기 능력 ∙대화를
한
것
고르기
총 50점
30분 말하기및 능력 ∙대화를 듣고 대화의 마지막 말에 대한 상대방의 응답 (외국어
영역
전체 배점의
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고르기
(간접평가) ∙긴
지문을 듣고 그 지문내용에 대한 질문들에 답하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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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유형
영어의 듣기시험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단답형(1-6번, 배점 12)
듣기 영역 1번에서 6번까지는 짧은 대화를 듣고 각각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4개의 선택지 중에서 고르는 문항이다. 각각의 질문들은 학생들이
시험지에서 읽을 수 있으며, 질문은 다 영어로 제시되어 있다. 6문항 중의 절반인 3
문항 정도가 지하철 노선도와 같은 그림을 포함하고 있는데, 나머지 3문항의 답도
시간, 금액과 같은 숫자이거나 3단어 이내로 이루어진 짧은 답으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이 유형의 문항들은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듣기능력 측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시>
대문 1
제 1문은 문1에서 문6까지의 6문제입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대화를 듣고 대답으로
서 가장 적절한 것을 4개의 선택지(①∼④) 중에서 하나씩 선택하시오.
문2
What will the new uniform look like?

[Script]
W: Let’s put the team name on the sleeves of the new uniform.
M: Maybe the name should be on the front.
W: OK. How about putting the logo on the sleeves?
M: Good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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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What will the man do?
① Record the drama
② Record the game
③ Watch the drama
④ Watch the game
[Script]
M: Isn’t soccer game starting now?
M: Yeah, but my favorite drama comes on in an hour on
another channel.
W: So should I record the game?
M: That’s OK. I’ll record my program.
문4
Where do the man and the woman change train first?

[Script]
W: Let’s take the subway from Centerville to Wakefield.
M: I don’t like the Red Line because it only runs every 30
minutes.
W: Then we should take the Blue Line.
M: That’s a good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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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완성하기(7-13번, 배점 14)
듣기 영역 7번에서 13번까지는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대화를 듣고 정답으로서 가
장 적절한 것을 4개의 선택지 중에서 고르는 문항이다. 선택지들은 1-2개의 짧은 문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생들의 기본적인 듣기 능력을 포함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즉, 이 유형의 문항들은 듣기 능력과 함께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시>
대문 2
제 2문은 문7에서 문13까지의 7문제입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대화를 듣고 마지막
발음에 대한 상대방의 응답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4개의 선택지(①∼④) 중에서 하나
씩 선택하시오.
문7
① Let’s ask the waiter to bring some more.
② Let’s invite the others to join us.
③ Let’s look at a menu.
④ Let’s sit at the table together.
[Script]
W: Where should we sit?
M: How about that table?
W: But there aren’t enough chairs for all of us.
문13
① Don’t worry. It’s friendly.
② Don’t worry. You’ll like it.
③ You’ll be fine. There are several entrances.
④ You’ll be fine. You can’t mis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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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W: Where should I meet you?
M: The south entrance. There are three entrances to the zoo. The
south entrance has a big picture of a monkey on it.
W: I hope I can find it.

긴 대화내용 이해하기(14-16번, 배점 12)
듣기 영역 14번에서 16번까지는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비교적 긴 대화를 듣고 정
답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4개의 선택지 중에서 고르는 문항이다. 듣기 영역 1번에
서 6번까지인 단답형 문항에 비해서 학생들이 듣게 되는 대화의 내용도 더 길며 답
지 문장의 길이도 더 길다. 따라서 이 유형의 문항들은 학생들의 비교적 긴 대화를
듣고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시>
대문 3A
제 3문은 A와 B의 두 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 3문A는 문14에서 문16까지의 3문제입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대화를 듣고 정답
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4개의 선택지(①∼④) 중에서 하나씩 선택하시오.
문14
According to the woman, what would people have to do if they had four fish?
① Pay double.
② Pay for four pets.
③ Pay for one pet.
④ Pay nothing.
[Script]
W: Have you heard about the new law? When you rent an
apartment and have a pet, it'll cost 50 dollars extra a month.
M: So, with a cat and a dog you'd pay double?
W: Right.
M: What about four fish in a bowl? Would you have to pay 200
dollars?
W: Well, a pet is a 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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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5
What will the man do?
① Gather his belongings.
② Let the woman get her things.
③ Move to seat 19A.
④ Stay in seat 9A.
[Script]
W: Sorry, but isn’t this 9A?
M: Yes, it is.
W: Well, I’ve reserved this seat.
M: But my ticket says...oops, I reserved 19A. Sorry, I’ll move,
but first let me gather my things.
W: Uh, don't bother. I’ll just sit in the seat you reserved.
M: Thank you.

도표에 대한 대화내용 이해하기(17-19번, 배점 12)
듣기 영역 17번에서 19번까지는 도표에 함께 긴 대화를 듣고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4개의 선택지 중에서 고르는 문항이다. 3개의 문항 모두가 하나의
도표와 긴 지문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듣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항이다.


<예시>
대문 3B
제 3문B는 문17에서 문19까지의 3문제입니다. 긴 대화를 듣고 정답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4개의 선택지(①∼④) 중에서 하나씩 선택하시오.
문17∼19
대화의 장면
2명의 친구가 아기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래의 표 17 ∼ 19 에 들어갈 이름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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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mily
④ Linda

② Emma ③ Jennifer
⑤ Madison ⑥ Mary

[Script]
M: Look at this website. It shows the top three female baby
names in the U.S. by decade.
W: Is my name there?
M: Let’s see...your name was the most popular in the 70s.
W: That’s when I was born. Look, Amy and Melissa was also
popular then. And I have two friends with those names.
M: And your name was still popular in the 80s. It was ranked
second.
W: My grandmother’s name was the most popular when she was
born in the 30s, and stayed the most popular for another
two decades.
M: Linda was very popular back then, too.
W: And there are some names that only appear once.
M: Yeah, like Lisa and Susan in the 60s.
W: How about now?
M: The top three are Emily, Madison and Emma.
W: Hmm...Emily went from third to the most popular in one
decade.
M: It’s interesting to see how popularity of names changes over
th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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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내용 이해하기Ⅰ(20-22번, 배점 6)
듣기 영역 20번에서 22번까지는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비교적 긴 지문을 듣고 정
답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4개의 선택지 중에서 고르는 문항이다. 듣기 영역 14번
에서 16번까지인 ‘긴 대화내용 이해하기’ 문항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두 사람간의
대화가 아닌 한사람이 말하는 비교적 긴 지문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취한 지문을 바탕으로 추론을 해야 답을 할 수 있
는 문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예시>
대문 4A
제 4문도 A와 B의 두 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 4문A는 문20에서 문22까지의 3문제입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대화를 듣고 정답
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4개의 선택지(①∼④) 중에서 하나씩 선택하시오.
문20
How does the speaker feel about the sound of cicadas?
① He feels grown-up.
② He feels surprised.
③ He finds it disturbing.
④ He finds it relaxing.
[Script]
When I first came to Japan, I was surprised when people asked if
I was annoyed by the sounds of insects such as cicadas. They had
heard man western people couldn’t stand such sounds. Actually, the
sound of cicadas-which are called semi in Japanese-makes me feel
at home. When I was growing up, the cicadas would sing in a tree
just outside my bedroom window all summer long. I would lie on
my bed, listening to their peaceful song. When I heard cicadas
during my first summer in Japan, it brought back happy childhood
mem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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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2
What is today’s special event?
① The animation characters’ show
② The basketball game with dolphins
③ The Penguin Village opening
④ The train ride to the waterfall
[Script]
Welcome to Marine Park. Before you begin your marine adventure,
we have a few announcement to make. As always, from 12:30, you
can see our very popular sea animal show with dolphins jumping
through hoops and playing basketball. We are sorry that Penguin
Village is closed today, but starting at 3:00, in addition to our usual
attractions, you can see your favorite animation characters sing and
dance in the plaza in front of the waterfall. You can get there
easily if you take the miniature train from the information center.
Don’t miss this exciting event!

지문내용 이해하기Ⅱ(23-25번, 배점 6)
듣기 영역 23번에서 25번까지는 긴 지문을 듣고 각각의 질문에 대한 정답으로 가
장 적절한 것을 4개의 선택지 중에서 고르는 문항이다. 역시 두 사람간의 대화가 아
닌 한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학생들이 듣게 되며, 3문항 모두 하나의 지문에 대한 질
문들이기 때문에 지문길이가 매우 길며 난이도가 가장 높은 유형의 듣기 문항이라
고 할 수 있다.


<예시>
대문 4B
제 4문B는 문23에서 문25까지의 3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영어를 듣고 각각의 질문
의 정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4개의 선택지(①∼④) 중에서 하나씩 선택하시오.
문23
How did the journal The Global Village get sta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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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onference organizers wanted to continue to exchange ideas.
② It was one of the major purposes of the conference.
③ The department wanted to get articles from students.
④ The original members wanted to host another conference.
문25
What is the ultimate goal of the journal?
① To advertise the new program in global journalism.
② To educate people in general about the use of blogs.
③ To give training in computer editing to future academics.
④ To make young people's voices heard by influential people.
[Script]
As the head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Department I am leased
to announce our new online journal, The global Village. after
hosting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lobal issues, the department
started a blog to stay in touch and communicate about important
issues such as the energy crisis and human rights. Soon our blog
started to attract exciting ideas and articles from journalists,
scholars and even students who heard about us. In fact, some of
the best responses to our blog were from non-academics and
students who acknowledged the seriousness of these issues.
Therefore, when we decided to form the editorial group, students
were also included. a professor in our department was chosen as
the chief editor, but the assistant editor is a student with previous
experience editing an online journal.
The Global Village will be a bridge between journalists, scholars
and students who share a common interest in global issues. Our
eventual objective is to make world leaders aware of our concerns,
especially those of young people. They are the ones who will
inherit the earth. we would like those leaders to realize this. Thank
you for your time.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센터시험 듣기시험 문항들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표
Ⅱ-3-4>와 같다. 이를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 시험과 비교하기 위해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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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 시험 문항 유형을 <표 Ⅱ-3-5>와 같이 제시한다.
구분
듣기

<표 Ⅱ-3-4> 센터시험 외국어(영어) 듣기시험 문항의 유형
문제 유형

단답형
대화내용 이해
도표에 대한 대화내용 이해
담화내용 이해I
담화내용 이해Ⅱ

소계
말하기
(간접평가) 대화 완성
소계
총계
구분

듣기

배점
12
6
6
6
6
36
14
14
50

지문 유형 시험시간
대화
대화
대화
담화
30분
담화
대화

<표 Ⅱ-3-5>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 듣기 문항의 유형
문제 유형

그림 설명
화자의 심정
화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
화자가 할 일/부탁한 일
지불할 총 금액
화자의 목적
화자의 관계
대화하는 장소
보조 시각 자료 활용
내용/불일치

소계
적절한 대화
말하기 그림에
말에 대한 응답
(간접평가) 마지막
상황에 적절한 응답
소계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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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수
6
3
3
3
3
18
7
7
25

문항 수
1
1
1
3
1
1
1
1
1
1
12
1
3
1
5
17

배점
1
2
2
6
2
2
2
2
3
2
25
1
6
2
9
34

지문 유형 시험시간
대화
대화
담화
대화
대화
담화
대화
20분
대화
이내
대화
담화
대화
대화
담화

<표 Ⅱ-3-4>와 <표 Ⅱ-3-5>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센터시험 외국어(영어)
듣기시험과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 시험의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센터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듣기시험의 총 문항은 25문항으로서, 수능의 외국
어(영어) 듣기 문항 수인 17문항에 비해서 8개가 더 많으며, 시험시간도 10분정
도 길다. 하지만 센터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총점에서 듣기 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원점수 250점 중 50점)로서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 총점에서 듣기
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인 34%(원점수 100점 만점 중 34점)보다는 낮음을 알 수
있다.
∙센터시험과 수능 듣기시험 모두에서 그림을 포함하는 단답형 문항부터 긴 지문
을 듣고 이해하는 문항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유형과 난이도를 가진 문항
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시험 모두 대학입시에 활용된다는
공통적인 기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적정 난이도와 변별도 유지라는 목
표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문항들로 시험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센터시험 듣기 시험에서는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화 완성’형 문항이 7문항으로서, 전체 문항 중 약 30%가 학생들의 듣기능력
과 함께 간접적인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능 듣기
시험에서도 말하기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유형의 문항이 5문항으
로서, 전체 문항 중 약 29%가 학생들의 듣기능력과 함께 간접적인 말하기 능
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센터시험 듣기시험에서와 비슷한 비
중임을 알 수 있다. 말하기 능력은 면대면(face-to-face) 인터뷰등과 같은 직접
적인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대학입시와 같이 대규모로
시행되는 표준화된 시험(large-scale standardized exam)에서는 수능이나 센터
시험 외국어(영어) 듣기 시험에서와 같이 말하기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센터시험과 수능 모두 공연 일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표와 같이 실제로 영어를
사용하게 되는 상황에서 접할 수 있는 자료들이 문항들에 포함됨으로서 평가에
사용되는 문항들의 실제성(authenticity), 즉 실제 생활과의 관련성을 높여주고
있다. Bachman과 Parlmer(1996)는 실제성(authenticity)을 “the degree of
correspondence of the characteristics of a given language test task to the
features of a Target Language Use (TLU) task (p.23)”로 정의하고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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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성은 평가를 위해 시험에 사용되는 문항들의 특징들과 목표로 하는 언어생
활의 특징들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할 수 있으며, 센터시험
외국어(영어) 듣기 문항들에서는 실제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사용함으로서 문항들의 실제성은 높여주고 있다.
(2) 필기시험
○ 개관
시간 평가내용

<표 Ⅱ-3-6> 센터시험 영어 필기시험 문항의 유형
문항 유형

l
l
l

영어
읽기 능력
및
80분 말하기
능력
(간접평가)

l
l
l
l
l
l
l
l
l
l
l
l
l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다른 셋과 다른 것 고르기
주어진 단어와 제 1강세의 위치가 같은 것 고르기
문장에서 특정 단어를 강조해서 발음할 때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 파악하기
문장에서 강하게 발음해야 할 부분 고르기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말 고르기
짧은 대화 완성하기
주어진 단어(어구)를 배열하여 공란을 채워 문장
완성하기
밑줄 친 단어(어구)의 의미 고르기
긴 대화 중간의 빈칸 완성하기
긴 지문 속의 빈칸에 들어갈 문장이나 구 고르기
그래프와 연계된 지문을 읽고 내용과 관련된 문장
완성하기
실생활에 사용되는 문서(진료기록표 등)를 보고 내
용을 묻는 문장 완성하기
그림을 보고 설명으로 가장 적당한 것 고르기
그림을 묘사한 지문을 읽고 가장 적당한 그림 고
르기
만화의 내용에 가장 가까운 글 고르기
장문의 지문을 읽고 내용을 묻는 문장을 완성하기

○ 문항 유형
센터시험 영어 필기시험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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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문항에
따라
2,3,4,6점;
총 200점

(외국어
영역 전체
배점의
80%)

다른 발음 고르기(1-3번, 배점 6)
필기 영역 1번에서 3번까지는 단어에서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다른 셋과 다른
것을 고르는 문항이다. 학생들이 단어의 올바른 발음법을 알고 있는가를 물음으로서
간접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 유형이다.


<예시>
대문 1A
다음 질문(문1-3번)에서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다른 셋과 다른 것을 각각 아래 ①∼④
중에서 하나씩 선택하시오.
문1
① absorb

② comfort

문3
① eager

② fragile

③ formal
③ ginger

④ newborn
④ urgent

강세 위치 고르기(4-5번, 배점 4)
필기 영역 4번에서 5번까지는 주어진 단어와 제1강세의 위치가 같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다. 학생들이 단어의 올바른 accent를 알고 있는가를 물음으로서 간접적으로
기본적인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 유형이다.


<예시>
대문 1B
다음 질문에서 주어진 단어와 제1 엑센트의 위치가 같은 것을 각각 아래 ①∼④ 중에서
하나씩 선택하시오.
문4
accustom
① calender

② impression

③ operate

문5
① authority

② experiment

③ fundamental

④ popular
④ melanc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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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에서 오는 강세에 따른 화자의 의도 파악하기(6번, 배점 3)
필기 영역 6번 문항은 문장에서 특정 단어를 강조해서 발음할 때 화자가 전달하
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문항이다. 화자의 의도에 따라 강하게 발음하는 단어가
달라지는 것을 물음으로서 간접적으로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 유형
이다. 전체 문항 중에서 26% 정도를 차지하는 문항유형으로서, 영어 과목의 말하기
능력 평가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시>
대문 1C
다음 문장에서 화자가 고딕으로 표시한 말을 특히 강조해서 발음한 경우, 화자가 전달하
고자 하는 의도는 어느 것이 가장 적당한지 아래의 ①∼④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오.
문6
Max’s mother told him to do his math homework immediately.
① It is this subjects that should be done now.
② It was not his father who urged Max to study.
③ Max tends to leave things until the last moment.
④ Max will no do anything without instructions.

문장에서 강하게 발음할 부분 표시하기(7번, 배점 3)
필기 7번은 밑줄 친 문장에서 강하게 발음하여야 할 부분들을 가장 적절하게 표
시한 것은 어느 것인지를 고르는 문항이다. 문장에서 강세를 두어서 읽어야 될 부분
을 아는지 물음으로서 간접적으로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 유형이다.


<예시>
대문 1D
다음 밑줄 친 문장에서 강하게 발음하는 부분을 가장 적당하게 표시한 것은 어느 것인
지 아래의 ①∼④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오. 강하게 발음하는 부분은 ●로 표시하고 있다.
문7
while holding down button C, press both D and F for five seconds. Oh, der. It’s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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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cated that I feel confused just reading the manual.

짧은 대화 완성하기(8-20번, 배점 32)
필기 영역 8번에서 20번까지는 대화문 중에 나오는 빈칸에 가장 적절한 단어나
어구를 고르는 문항이다. 이 유형 역시 간접적으로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
고 있는 문항 유형이다.


<예시>
대문 2
A 다음 질문의 8 ∼ 17 에 들어갈 가장 적당한 것을 각각 아래의 ①∼④ 중에서 하나씩
고르시오.
문8
“Did you know that Albert Einstein, the famous physicist, 8 meat?”
“Yes, if my memory serves, he became a strict vegetarian one year before he died.”
① hadn’t stopped eating
② has been stopped from eating
③ has stopped eating
④ stopped eating
B 다음 질문의 18 ∼ 20 에 들어갈 가장 적당한 것을 각각 아래의 ①∼④ 중에서 하나
씩 고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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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8
Zack: It’s already ten. We’d better be going when Bob comes back from the
restroom. Shall we split the bill equally?
Koji: I’d rather not do that. I ate and drank a lot more than you two. I think I
should pay more.
Zack: 18
Koji: That sounds fair.
① Calm down. You don’t have to get so excited.
② How about asking for a discount?
③ I wish I’d brought the coupon from the magazine.
④ Should we ask for separate checks?

단어(어구) 배열하기(21-26번, 배점 12)
필기 영역 21번에서 26번까지는 주어진 6개의 단어나 어구를 배열하여 공란을 채
워 문장을 완성하는 문항이다. 주어진 단어나 어구로 문장을 완성하게끔 함으로서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문항 유형이다.


<예시>
대문 2
C 다음 질문에서 각각 아래 ①∼⑥의 말(어구)을 배열해서 공란을 채워 문장을 완성하
시오. 해답은 21 ∼ 26 에 들어갈 말의 번호만을 답하시오.
문21, 22
You should be careful about what you eat now, because it is often said that you are
what you eat, which means:
Everything
① eat
④ you

21.
② on
③ some effect
⑤ your body ⑥ will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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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in the future.

밑줄 친 단어(어구)의 의미 고르기(27-28번, 배점 8)
필기 영역 27번에서 28번까지는 주어진 지문을 읽고 밑줄 친 단어나 어구의 의미
를 고르는 문항이다. 이 문항들은 숙어나 단어의 의미를 묻는 문항들로서 어휘력을
측정하는 문제로 분류될 수 있다. 밑줄 친 말이 숙어일 경우에는 대화상의 문맥으로
추측을 할 수 있게끔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예시>
대문 3
A 다음 질문의 영문을 읽고 밑줄 친 말(어구)의 의미를 각각의 문장에서 추측해서, 27
∼ 28 에 들어갈 가장 적당한 것을 각각 아래 ①∼④ 중에서 고르시오.
문28
Takefumi promised that he would met me every day after school this month from 5
to 7 p.m. so we could study for our history exam together. This is only the second
week, but he's already missed several meetings due to football practice. It's difficult
to maintain a good study schedule because of his sporadic attendance. You should be
careful about what you eat now, because it is often said that you are what you eat,
which means:
In this situation, sporadic means 28.
① daily
② invaluable
③ irregular
④ responsible

긴 대화문(토론)의 빈칸 채우기(29-31번, 배점 18)
필기 영역 29번에서 31번까지는 주어진 긴 대화(토론)를 읽고 대화 속에 있는 빈
칸들을 완성하는 문항들이다. 듣기시험의 다섯 번째 문항 유형인 ‘짧은 대화 완성하
기 (8-20번)’같은 경우 1개 내지는 2개 정도의 대화 주고받기(turn)로만 이루어진 짧
은 대화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긴 대화문(토론)의 빈칸 채우기’ 문항유형은 토론과
같은 상당히 긴 대화 속에 빈칸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는 동시에 읽기 능력도 측정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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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긴 지문 속의 빈칸에 들어갈 문장이나 구 고르기(32-34번, 배점 18)
필기 영역 32번에서 34번까지는 주어진 긴 지문(설명문 또는 논설문)을 읽고 지문
속에 들어있는 빈칸들을 완성하는 문항들이다. 지문의 길이는 네 개의 문단 정도로
서 거의 한 페이지 전체에 해당하는 매우 긴 분량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읽기 능
력을 요구하는 문항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문 속에 주어진 빈칸을 완성시킬
문장이나 구를 고르기 위해서는 문맥에 근거해 답을 추론하는 능력도 요구되므로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배점도 한 문항 당 6점씩 총 18
점이 배점되어 있다.


그래프와 연계된 지문을 읽고 내용과 관련된 문장 완성하기(35-37번, 배점 18)
필기시험의 35번에서 37번까지는 그래프와 연계된 긴 지문(설명문)을 읽고 지문
내용과 관련된 문장을 완성하는 문항이다. 설명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문을 읽
고 지문 안에 들어있는 사실적 정보들을 찾아내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기 때문
에, 추론능력을 필요로 하는 필기시험의 아홉 번째 문항 유형 (긴 지문 속의 빈칸에
들어갈 문장이나 구 고르기)보다는 다소 난이도가 낮을 수도 있으나, 그래프를 정확
하게 해독하고 지문속의 정보와 그래프에서 제시되어 있는 정보를 연결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의 문항 역시 한 문항 당 6점씩 총 18점이 배점되어 있다.


그림을 보고 설명으로 가장 적당한 것 고르기(41번, 배점 6)
필기 영역 41번은 한 장의 그림을 보고 이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한 문단 정
도의 글을 고르는 문항이다. 총 4개의 답지들이 제시되며 각 답지들의 길이가 상당
히 길며, 묘사된 그림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경지식도 필요한 문항이기 때문에 난이
도가 높은 문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의 문항에는 6점이 배점되어 있다.


그림을 묘사한 지문을 읽고 가장 적당한 그림 고르기(42번, 배점 6)
필기 영역 42번은 한 문단 분량의 설명문을 읽고 그 내용과 일치하는 그림을 고
르는 문항이다 (예 : 교량 구조에 대한 설명문과 그에 일치하는 그림 고르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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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
이다. 그림을 묘사하는 지문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어휘의 수준이 높아서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문제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항에도 6점이 배점되어 있다.
<예시>
대문 5
B 다음 문장에 알맞은 그림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아래 ①∼④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
오.
문42
(1개 paragraph 분량의 지문을 읽고 글이 설명하고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항)

만화의 내용에 가장 가까운 글 고르기(43번, 배점 6)
필기 영역 43번은 4장의 연속적인 만화를 보고 그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묘사하
고 있는 1문단 분량의 글을 고르는 문항이다. 4장의 만화가 이어지면서 하나의 스토
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림이 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장문 독해(44-50번, 배점 42)
필기 영역 44번에서 50번까지는 2장이 넘는 장문의 글을 읽고 그 내용에 관련된
질문에 답하는 문항이다. 지문의 내용 자체는 수준이 크게 높지는 않지만, 읽어야
할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문
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문항 당 6점씩 총 42점(총점인 200점의 약 2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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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됨)이 배점되어 있다.
이상 논의한 센터시험 영어 필기시험 문항들을 각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Ⅱ-3-7>과 같다. 이를 수능 외국어(영어) 읽기 시험과 비교하기 위해 수능 외국어
(영어) 영역의 읽기시험 문항 유형을 다음 <표 Ⅱ-3-8>과 같이 제시한다.
구분

<표 Ⅱ-3-7> 센터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필기시험 문항의 유형

내 용
문항 수
밑줄 친 단어(어구)의 의미
2
긴 지문 속 내용 추론그래프와 연계된
3
지문 읽고 답하기
그래프와 연계된 지문 이해
3
문서(예:진료기록표)
내용
이해
3
읽기
그림에 대한 적절한 설명
1
지문과 관련된 그림
1
만화 묘사하기
1
장문 내용 이해
7
소계
21
다른 발음 고르기
3
강세 위치 고르기
2
강세에
따른
화자의
의도
파악
1
말하기 문장에서 강하게 발음할 부분 파악
1
(간접평가) 짧은 대화 완성하기
13
단어(어구) 배열하기
6
긴 대화문(토론)의 빈칸 채우기
3
소계
29
총계
50

배점
8
18
18
18
6
6
6
42
122
6
4
3
3
32
12
18
78
200

시험시간

총 50문항
200점 만점
(시험시간
80분)

<표 Ⅱ-3-7>과 <표 Ⅱ-3-8>을 토대로, 센터시험 외국어(영어) 필기시험과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 읽기시험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센터시험 영어 필기시험은 총 문항 수가 50개로서,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 읽
기시험의 문항 수인 33개보다 17문항이 더 많으며, 시험시간도 80분으로 더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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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읽기

소계

<표 Ⅱ-3-8>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 읽기시험 문항의 유형

내 용
지칭추론(This/These)[1]
지칭추론(He/She/They/It)
어법(box형)/어법(밑줄형)
어휘/그림 설명 어휘
주제
제목
요지
글의 목적/글의 주장
필자의 심경 변화/분위기
빈칸추론(단어/구/문장/접속사)
도표 내용일치
내용일치
장문독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곳
쓰기 흐름에 관계없는 문장
(간접평가) 주어진 글에 이어 질 순서
문단요약
소계
총계

문항 수
1
1
2
2
2
2
2
2
2
5
1
2
5
29
1
1
1
1
4
33

배점
2
2
4
5
4
4
4
3
4
11
3
4
10

시험시간

총 33문항
64점 만점
(시험시간 50분)

2
2
2
2
8
66

∙센터시험은 문항 수가 많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다루지 않는 매우 단순하고 기
초적인 단어 수준의 발음 강세 문제로부터 수능의 장문독해에 사용되는 지문의
길이보다 훨씬 긴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문항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유형
과 난이도를 가진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센터시험은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의 수가
전체 50문항 중 29 문항이나 되는데, 이는 현재 일본의 영어 교육 및 평가가
말하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능에서는 쓰기 능력을 간접적
으로 측정하는 문항이 전체 33문항 중 4문항이며, 센터시험에 있는 발음 강세
를 묻는 유형의 문항과 같이 말하기 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문항은 포함
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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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시험 외국어(영어) 시험에서는 지하철 노선도, 환자 등록카드 등과 같이 실
제로 영어권 국가에서 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이 지문으로 사용됨으로
서, 평가와 실제 생활과의 관련성을 높이는 노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수능은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접하게 되는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지식과 관련된 도표나 그림이
주로 사용되는 것이 센터시험 문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센터시험 장문 독해 지문의 경우 수능 외국어(영어)영역에 사용되는 장문 독해
지문보다 월등히 길며, 한 지문에서 묻는 문항의 수도 7문항으로 수능의 장문
독해에 포함된 3문항보다 더 많다.
Bachman과 Palmer (1996)에 따르면, 학생들의 언어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에서 주
어지는 과제들은 시험의 구성(test rubrics),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정보의 입력
(input), 예상되는 응답 (expected response), 시험에서 주어지는 정보와 학생들의 응
답과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input and response) 등과 같은 특징들에 의해
분류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된 <표 Ⅱ-3-9>는 센터시험 외국어(영어) 시험 문항들
을 Bachman과 Palmer (1996)가 제시한 분류 틀을 사용하여 그 특징들을 정리한 것
이다. 수능 외국어(영어) 영어 문항들과의 직접적인 비교를 위하여 수능 외국어(영
어) 영역에서 제시되는 과제들의 특징들도 함께 분류하였다.
<표 Ⅱ-3-9> 수능과 센터시험 외국어(영어) 시험의 특징 비교
l
l

시험의
구성
(Test
ubrics)

l

l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
크게 듣기 영역과 읽기 영역으로
나뉨.
발문의 언어는 영어가 아닌
모국어(한국어)임.
발문은 듣기 시험의 경우 청각적
정보, 시각적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읽기 시험의 경우는
시각적 정보로만 제공됨.
가중치가 주어짐. 즉, 문항의
난이도에 따라 배점이 달라짐

l

l
l

l

센터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크게 듣기 영역과 필기 영역으로 나뉨.
필기 영역은 수능의 읽기로 간주할 수
있음.
발문의 언어는 영어가 아닌
모국어(일본어)임.
발문은 듣기 시험의 경우 청각적 정보,
시각적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읽기
시험의 경우는 시각적 정보로만
제공됨.
가중치가 주어짐. 즉, 문항의 난이도에
따라 배점이 달라짐

<표 Ⅱ-3-9>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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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구성
(Test
ubrics)

l
l
l
l

l
l

l

l

제공되는
정보
(input)

l

l

l
l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
듣기 17 문항과 읽기 33 문항으로 l
이루어짐.
듣기 시험에 약 20분, 읽기
l
시험에 약 50분의 시간이 배정됨.
선다형 문항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l
때문에 기계적으로 채점함.
듣기 시험 문항의 경우 청각적 l
input, 시각적 input을 모두
제공하고 읽기 시험의 경우는
시각적 input만 제공됨.
l
언어적 input와 함께 그림, 도표와
같은 비언어적인 input도 제공됨. l
듣기 시험과 읽기 시험 문항 모두
실제 문항에 target
language(영어) 이외에
모국어(한국어)도 함께 사용됨. l
듣기 input의 길이는 최소한 6
turn 이상의 대화나 한 paragraph
정도의 분량이며, 읽기 input은
단문,중문, 장문이 모두 사용됨. l
기본적으로는 power test의
성격을 가지지만, 주어진 제한된
시간 안에 문항을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는 것이 요구되는 읽기
시험의 경우는 speed test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듣기 시험의 경우 미리 녹음된
script를 시험장의 방송 시스템을 l
통해서 학생들이 듣게 됨.
듣기 시험의 input은 주로 일상
대화체 혹은 실생활에서 접할 수 l
있는 안내문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읽기 시험의 input은
범교과적인 내용으로서 문학,
철학, 과학, 예술 등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전 분야에
대해서 고르게 출제됨.
발문의 언어는 영어가 아닌
모국어(한국어)임.
발문은 듣기 시험의 경우 청각적 l
정보, 시각적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읽기 시험의 경우는
시각적 정보로만 제공됨.

센터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듣기 25 문항과 필기 50 문항으로
이루어짐.
듣기 시험에 약 30분, 읽기 시험에 약
80분의 시간이 배정됨.
선다형 문항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채점함.
듣기 시험 문항의 경우 청각적 input,
시각적 input을 모두 제공하고 필기
시험의 경우는 시각적 input만 제공됨.
언어적 input와 함께 그림, 도표와
같은 비언어적인 input도 제공됨.
듣기 시험과 필기 시험 문항 모두
발문과 지시문을 제외한 실제
문항에서는 target language(영어)
만이 사용됨.
듣기 input은 6 turn 이상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기 시험의 input은
단어에서부터 문장, 문단 단위까지
매우 다양함.
기본적으로는 power test의 성격을
가지지만, 주어진 제한된 시간 안에
문항을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는 것이
요구되는 읽기 시험의 경우는 speed
test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특히 필기
시험 지문 길이가 수능보다 길기
때문에 주어진 input을 빠르게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됨.
듣기 시험의 경우 미리 녹음된
script를 수험생들에게 배포된 개인용
장비(IC 플레이어)를 통해서 듣게 됨.
듣기 시험의 input은 주로 일상
대화체 혹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안내문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읽기
시험의 input에도 일상 대화가 많이
사용됨. 대화가 아닌 지문도 무거운
내용보다는 가벼운 소재로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재로 이루어져 있음. 수능에 비해서
학문적인 소재의 빈도가 매우 낮음.
크게 듣기 영역과 필기 영역으로 나뉨.
필기 영역은 수능의 읽기로 간주할 수
있음.

<표 Ⅱ-3-9>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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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제공되는
정보
(input)

l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
가중치가 주어짐. 즉, 문항의 l
난이도에 따라 배점이 달라짐
듣기 17 문항과 읽기 33 문항으로 l
이루어짐.
듣기 시험에 약 20분, 읽기
시험에 약 50분의 시간이 배정됨.
선다형 문항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l
때문에 기계적으로 채점함.
l
l
l

l

예상되는
응답
(Expected
response)
l

제공되는
정보와
응답과의
관계
(inputresponse
relationship)

l

듣기 시험, 읽기 시험 모두
l
객관식 5지 선다형의 응답
방식임. 즉, 학생들이 언어를
‘직접’ 사용하는 응답 방식은
아니며, 가장 적절한 답을
선택하는 selected response
l
방식임.
선택지의 길이는 한 단어에서 한
문장까지로 다양함.
사실적 이해, 문법성 판단, 어휘를 l
행동영역으로 하는 문항들은
input과 response의 관계가
직접적이며, 추론적 이해, 적용,
종합적 이해를 행동영역으로 하는
문항들은 input과 response의
관계가 간접적이라고 할 수 있음.

센터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발문의 언어는 영어가 아닌
모국어(일본어)임.
발문은 듣기 시험의 경우 청각적 정보,
시각적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읽기
시험의 경우는 시각적 정보로만
제공됨.
가중치가 주어짐. 즉, 문항의 난이도에
따라 배점이 달라짐
듣기 25 문항과 필기 50 문항으로
이루어짐.
듣기 시험에 약 30분, 읽기 시험에 약
80분의 시간이 배정됨.
선다형 문항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채점함.
듣기 시험, 필기 시험 모두 기본적으로
객관식 4지 선다형의 응답 방식임. 즉,
학생들이 언어를 ‘직접’ 사용하는 응답
방식은 아니며, 가장 적절한 답을
선택하는 selected response 방식임.
선택지의 길이는 한 단어에서 한
문장까지로 다양함.
듣기 시험, 필기 시험 모두 대부분의
문항들이 사실적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input과 response의 관계가
직접적임. 수능에서 볼 수 있는 추론적
이해를 요구하는 문항은 없음.

이상과 같이 Bachman과 Palmer (1996)가 제시한 구분 틀에 따라 살펴본 센터시
험 외국어(영어) 문항들과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 문항들과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능 외국어 영역에서는 발문이나 지시문뿐만 아니라 본 문항에
서도 목표어(영어)와 모국어(한국어)가 함께 쓰이는 반면에, 센터시험 영어 문항들에
서는 발문과 지시문을 제외한 실제 문항에서는 목표어(영어)만이 사용되고 있다.
둘째, 수능 읽기 시험의 지문은 범교과적인 내용으로서 문학, 철학, 과학, 예술 등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전 분야에 대해서 고르게 출제됨으로서 지문에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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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문적인 성격이 강한데 반해서, 센터시험 영어 문항들에서는 지문들이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가벼운 소재로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재로 이루어져 있
다. 이는 두 시험의 기본적인 성격에서 오는 차이로 이해 할 수 있다. 즉, 수능은 말
그대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해서 접하게 될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지문들이 출제되는 반면에, 일본 입시에서는 대학별
시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센터시험 외국어(영어)시험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영어구사
력을 측정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능과는 달리 센터시
험 외국어(영어)시험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가벼운 소재의 대화나 지문들로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셋째, 수능에서는 추론적 이해, 종합적 이해,
적용 등을 행동 영역으로 하는 문항들, 즉 입력(input)과 예상되는 응답(expected
response)의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은 문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센터시
험 외국어(영어)시험은 주로 사실적 이해를 요구하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있다. 이
러한 차이점 역시 두 시험의 기본적인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수능의 외국어(영어) 영역은 학생들의 사고력 측정이 중요한 평가 목표중
의 하나인 반면에, 센터시험 외국어(영어)시험은 사고력보다는 학생들의 영어 구사
력 그 자체를 평가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론적 이해, 종합적 이
해, 적용 등을 행동 영역으로 하는 문항들은 센터시험 외국어(영어)시험에서는 찾기
가 어렵다.
다.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에 주는 시사점

(1) 듣기시험
센터시험에서 영어 듣기의 경우 문항 수가 25개로서 수능의 17개보다 8문항이 더
많다. 현재 영어 교육과정에서 언어의 네 영역(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중에서 말
하기와 듣기가 점점 더 강조되어가는 추세이며 정부차원에서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 영어’를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를 고려할 때, 수능의 외국어(영어) 영역에
서 듣기문항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듣기시험 내용 중에서 듣기 능력을 평가함과 동시에 말하기 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은 센터시험의 경우 25문항 중 7문항(28%)인데 반면에, 수능
외국어 영역 듣기시험의 경우는 17문항 중 5문항(29%)으로 오히려 비중이 약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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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실제 언어 사용에 있어서 듣기와 말하기가 엄격하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상
황이 많지 않고 통합되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재 영어교육에 있어서 전 세
계적인 추세가 언어의 네 가지 영역(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을 통합해서 가르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비록 간접 평가의 방식이기는 하지만 듣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유형의 문항들을 많이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센터시험 영어 듣기에도 수능과 마찬가지로 객관식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점
이 있다면 수능의 경우는 5지 선다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센터시험은 4지
선다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정도의 차이이다. 선다형 문항 (multiple-choice item)
유형이 가진 한계를 고려할 때 단답형 정도를 포함하는 것을 연구해 볼 수도 있다
고 하겠다. 하지만 이 경우 채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센터시험 영역 듣기에서는 평가에 사용된 문항들의 실제성(authenticity)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 노선도, 도표 등 실제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자료들을 사용하고 있다.
출제자는 시험이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환류효과(washback
effect)를 고려해서 출제하는 각 문항들에서 제시되는 상황이 최대한 자연스럽고 실
제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읽기시험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의 읽기시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센터시험 영어 필기
시험에서는 전체 50문항 중 29문항(58%)이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을 간접적으로 평
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발음과 강세를 묻는 문항이 7개나 된다는 것
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일본어의 언어적인 특성상 정확한 영어 발음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발음을 강조하는 문항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 문항 중에서
간접적으로 말하기를 측정하는 문항이 58%나 된다는 것은 현재 일본의 영어교육이
말하기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수능의 경우는
학생들이 ‘장차 대학에 입학했을 때의 수학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읽기와 (간접적인) 쓰기 능력 평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센터시험 영어 필기시험에 포함되어 있는 발음과 강세를 묻는 단순한 형태의
문항들은 수능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할 형태의 문항 유형이
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 문항 분석

100

문항의 구성과 시각적인 체제 면에서 센터시험은 다소 혼잡스러워 보이는 측면이
있으며, 이런 점에서는 수능의 문항들의 구성과 체제가 보다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센터시험에서는 진료기록표나 환자등록카드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자료
들을 지문으로 사용함으로서 문항들의 실제성을 높이고 있는데, 이는 수능 외국어
영역의 경우에도 잘 반영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의 성격들이
센터시험의 경우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비교적 가벼운 내용들이 많은 반면에, 수능의
경우는 다양한 주제의 문학, 설명문, 논설문 등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평가 목표인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더 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문독해의 경우는 2페이지가 넘는 분량에 한 지문에 무려 7개의 문항이 포함되
어 있다. 비록 지문의 내용이 평이하다고 하더라도 지문의 길이가 지나치게 긴 것으
로 여겨지며, 한 지문에서 7개나 되는 많은 문항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의 장문독해의 경우 4문단 정도의 길이의 지문
에서 3문항 정도를 질문하고 있는데,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현재의 지문보다 조금 더 긴 지문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4문단 정도 분량의 글에만 학생들이 익숙해진다면 대학에 입학해
서 전공과목의 원서를 읽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사회탐구 영역

가. 시험의 구성과 특징

(1) 시험 과목 및 응시 과목의 선택
우리나라 수능 사회탐구 영역에 해당하는 센터시험은 지리역사과와 공민과이다.
<표 Ⅱ-4-1>과 같이 지리역사과에는 ‘세계사A’, ‘세계사B’, ‘일본사A’, ‘일본사B’,
‘지리A’, ‘지리B’ 6개 과목이 시험 과목이며 이 중에서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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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공민과에는 ‘현대사회’, ‘윤리’, ‘정치 경제’ 3개 과목이 시험 과목이며 이 중
에서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과목당 시험 시간은 60분이며 100점 만
점이다.
교과
지리역사
공민

<표 Ⅱ-4-1> 센터시험 지리역사, 공민과 출제 과목의 구성
시험 과목
세계사A, 세계사B, 일본사A, 일본사B,
지리A, 지리B
현대사회, 윤리, 정치 경제

시험 시간(배점)
비고
60분(100점) 6과목 중 택 1
60분(100점) 3과목 중 택 1

수능과 센터시험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시험 과목과 출제 내용이 정
해지지만 양국의 교육과정이 다르므로 시험 과목과 내용도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7
차 교육과정에서 도덕과와 사회과는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선택 교육과정으로 구성
된다. 수능 사회탐구 영역은 사회과 심화선택과목 9개 과목(‘한국 지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한국 근 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국
민공통 기본과목인 ‘국사’ 과목과 도덕과의 심화선택과목인 ‘윤리와 사상’, ‘전통윤리’
2과목을 묶은 ‘윤리’ 과목을 덧붙여 모두 11개 과목이 시험 과목이다. 학생은 이 중
에서 대체로 4～5개 과목을 학교에서 이수하며, 수능에서 11개 과목 중 최대 4개 과목
까지 응시할 수 있다.
일본의 지리역사과와 공민과 학습지도요령은 <표 Ⅱ-4-2>와 같이 필수 선택이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지리역사과 중에서 ‘세계사A’, ‘세계사B’ 중 1과목이
필수이며, 나머지 4과목에서 1과목을 필수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공민과는 3과목
중에서 ‘현대사회’를 이수하거나 아니면 ‘윤리’와 ‘정치 경제’ 모두를 이수하도록 하
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이 이와 같기 때문에 일본의 고등학생은 지리역사과 중에서
최소 2과목을 이수하고 공민과 중에서 최소 1개 또는 2개 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이
때문에 센터시험은 <표 Ⅱ-4-1>과 같이 지리역사과 또는 공민과에서 1과목만 응시
하거나 각 교과별로 1과목씩 2과목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센터시험의 응시 과목 수
는 최대 2과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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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표 Ⅱ-4-2> 지리역사과, 공민과의 과목 편제

과목
단위 수
세계사A
2
세계사B
4
일본사A
2
지리역사
일본사B
4
지리A
2
지리B
4
현대사회
2
공민
윤리
2
정치 경제
2
* 1999년판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필수 선택

학년

2과목 중 1과목 필수
4과목 중 1과목 필수 선택

지정 없음

현대사회 또는 윤리와 정치 경제

출제의 범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인 학습지도요령에 준거하여 목표와 내용에 부
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교과서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항을 풀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하므로, 고교 교육과정을 근거로 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는 수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용 영
역별로 균형있게 출제하고 편중되지 않게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세계사’ 과목은 지역 및 문화권의 균형과 정치사, 사회경제사, 문화사의 분야
별 배분을 고려하고, 고대사, 중세사, 근세사, 근대사, 현대사 등 시대별 배분을 고려
하면서 출제되었다. 이 역시 내용 영역별 고른 출제를 원칙으로 하는 수능과 유사하
다고 할 수 있다.
(2) 과목별 수험자 수의 추이
일본의 지리역사과와 공민과 교육과정은 각 교과 중에서는 1개 과목 이상을 이수
하고 그 중에서 1개 과목만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택과 필수에 따른 과목
이수 여부가 수험자 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수 과목 중 일부에만 응시하
기 때문에 필수 과목이라고 해서 선택 과목보다 많은 학생이 응시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필수 과목인 세계사보다 선택 과목인 일본사 응시자 수가 많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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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3> 센터시험 지리역사, 공민과 과목별 수험자 수*

구분 세계사A 세계사B 일본사A 일본사B
수험자수 2,188 94,138 4,368 144,366
과목
선택률 0.6% 26.1% 1.2% 40.1%
구분 현대사회 윤리 정치 경제
공민
수험 수험자수 169,752 53,134 82,845
상황 과목 55.5% 17.4% 27.1%
선택률
* 대학입시센터 프레스 발표자료(2009. 2. 5일자).
지리
역사
수험
상황

지리A
5,504
1.5%

지리B
계
109,651 360,215
30.4% 100.0%
계
305,731
100.0%

<표 Ⅱ-4-3>은 과목별 수험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지리역사과와 공민과에 응시
한 수험자 수는 444,191명이다. 이것은 전체 수험자 수 507,621명의 87.5%에 해당한
다. 지리역사과와 공민과 중에서 1교과의 1과목에만 응시한 수험생은 222,441명
(50.1%)이고, 2교과의 2과목 모두에 응시한 수험생은 221,750명(49.9%)이었다. 1과목
만 응시한 수험생 중 지리역사과에만 응시한 학생은 138,461명(62.2%)이고, 공민과
에만 응시한 학생은 83,980명(37.8%)이었다. 과목별로는 최대 144,366명부터 최소
2,188명까지 분포하였다. 수능의 경우 2010학년도 사회탐구 영역의 지원자 수는
400,721명이었다. 과목별로는 최대 301,227명부터 최소 42,290명까지 지원하였다. 그
러므로 전체 수험자 수와 과목별 수험자 수 모두 수능이 많았다. 이와 같은 차이는
수능이 11개 과목이고 센터시험이 9개 과목이지만 최대 응시 과목수가 4개와 2개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응시자 수가 적은 과목은 수능에 비해 현저하게 적
은 집단이 응시한다는 점이 수능 사회탐구 영역과 다른 특징이다. 응시 집단의 규모
는 출제와 성적 산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표준점수와 등급점수를 부여하는
수능의 경우 수험자 수가 적을 경우 출제에 어려움이 있다. 수능은 앞으로 응시 과
목 수를 줄여나갈 예정이므로 수험자 수가 대폭 감소되는 과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센터시험 수험자 수의 과목별 차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문항 구조와 문항 수
문항별로 독립적인 수능과는 달리 센터시험 문제는 큰 문항인 대문(大問)24) 아래

24) 대문(大問)은 과목에 따라 3～7개 정도이며, 일본의 교육과정에 의해 나누어진 대단원별로 각각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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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작은 문항인 소문(小問)25)이 각각 몇 개씩 포함되는 형식의 대문(大問)-소문(小
問)형태의 위계형 세트 문항 구조를 띠고 있다. 단위 문항은 대문-모자료-소문-(추
가자료)-답지 등 주로 네 요소로 구성된다. 답지는 주로 4지 선다형이지만 6지, 8지
등도 있으므로 다양하다. 문항 수와 점수는 과목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문제지
는 4×6배판 크기에 1단 편집한다. 이러한 문항 구조는 대문(대주제)-소문(하위 문
항) 형태의 위계식 세트 문항 구조로서 센터시험 문항의 특징이면서 수능과는 확연
히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센터시험 문항 구조의 일반적인 형태를 제시하면 [그림 Ⅱ-4-2]와 같다.
대문

제1문 다음의 지도는, …… 세계 지도의 일부이다. 지도를 보고, 자연 환
경과 관련하여 아래의 물음(문1～6)에 답하라. (배점 16점)

제시문

제시 자료

소문

문1 다음의 지도는, …… 표시하고 있다. d에 해당하는 것을 ①～④중에
서 선택하라. 1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⑥

답지

[그림 Ⅱ-4-2] 센터시험 지리역사과, 공민과 시험의 일반적 구조

수능 사회탐구 영역 문항은 문두-지문(제시문)-답지가 문항별로 독립적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답지는 다섯 개로 정해져 있다. 각 문항은 문항 간 간섭이 없도록 독
립적으로 출제된다. 간혹 한 개의 제시문에 2개의 문항을 구성하는 세트형도 출제되
지만 상호 간섭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문항 수와 점수는 과목별로 20문항씩 2, 3점
차등 배점하여 원점수 50점 만점으로 검사지가 구성되며 성적은 표준점수화하여 제
공한다. 문제지는 A3 크기에 2단 4면 편집으로 한다.
제되는 큰 문항을 의미한다.
25) 소문(小問)은 대단원별로 출제된 대문(大問) 속에 포함된 작은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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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시험 문제지와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수능과는 다르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다. 대문(大問)은 문제지에 제1문(第1問)으로 표기되며, 과목별로 몇
개의 큰 주제를 묻는 문두에 해당한다. 대문 다음에는 자료가 제시되며 하위에 몇
개의 소문(小問)이 따른다. 소문은 문1(問1)과 같이 표기되는 문두이다. 소문을 포함
한 문항을 설문(說問)이라고 표현하며 수능의 개별 문항에 해당한다. 설문 속에는
네모 안에 답안지에 표기하는 번호를 표기하는데 이를 해답번호(解答番號)라고 한
다. 소문번호는 대문별로 1번부터 시작하지만, 해답번호는 1번부터 끝번호까지 일련
번호가 부여된다. 이것이 답안지에 표기하는 번호가 된다.
<표 Ⅱ-4-4> 센터시험 지리역사, 공민과 시험 문항 수와 문제지 쪽수

2008년
2007년
과목 문항 수 2009년
문제지 쪽수 문항 수 문제지 쪽수 문항 수 문제지 쪽수
세계사A 33
22
33
20
33
19
세계사B 36
25
36
25
36
25
일본사A
34
24
36
25
36
24
지리역사 일본사B 36
27
36
24
36
25
지리A
36
32
36
31
36
35
지리B
37
37
36
32
36
35
현대사회 36
34
36
27
36
28
공민
윤리
37
26
37
27
37
26
정치 경제 38
29
38
28
38
25
교과

문항별 배점은 문제지에는 공개하지 않고 대문별 문항 세트에서 배점의 합산을
표기한다. 정답지 발표에서는 문항별 배점을 표기하며 총점은 100점이다. 검사지는
4*6배판 크기에 1단 편집으로 한쪽 당, 한 두 문항을 담으며 문제지 쪽수를 고정시
키지 않는다. 문항 수도 과목별로 33문항부터 38문항까지 다르며 동일 과목에서는
대체로 연도별로 같은 문항 수를 유지하지만 꼭 지키고 있지는 않다. 한정된 지면
안에 20문항을 편집해야 하는 수능에 비해서 센터시험은 비교적 지면 활용이 용이
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 수능은 한 장의 문제지에서 1면당 5
문제 가량을 한번에 풀이할 수 있는 반면에 센터시험은 여러 쪽의 문제지를 넘겨가
면서 풀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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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수와 문제지 쪽수가 고정되지 않는 점은 <표 Ⅱ-4-4>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수능과 센터시험 문항은 모두 선다형이다. 수능이 5지 선다형으로만 출제하는데
비해서 센터시험 문항은 주로 4지 선다형이나, 경우에 따라서 6지 선다형, 8지 선다
형도 출제된다. 이처럼 선택지의 수가 문항별로 다르기 때문에 답안지는 다음 예시
와 같이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가령 10번 문항의 경우 3번을 답으로 한다면 <예
시>와 같이 해답번호 10번란 ③번에 마크하면 된다. 특이한 점은 선택지가 몇 개가
될지 모르므로 답안지에 ①～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예시>

해답번호
10

해답란
① ② ❸ ④ ⑤ ⑥ ⑦ ⑧ ⑨



(4) 점수 분포(난이도)
출제 방침은 수험생의 평균점 범위가 60점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능의 원점
수 평균 목표와 유사하다. <표 Ⅱ-4-5>는 2009년 시험의 점수 분포를 알려주는 것
이다.

<표 Ⅱ-4-5> 센터시험 지리역사, 공민과 평균점 일람
교과

과목명
세계사A
세계사B
지리 일본사A
역사
(100점) 일본사B
지리A
지리B
현대사회
공민
(100점) 윤리
정치 경제

2009년
수험자수
2,187
94,106
4,365
144,327
5,501
109,616
169,711
53,116
82,804

2009년 2009년 2009년 2009년 2008년
평균점 최고점 최저점 표준편차 평균점
44.18 100
6
20.91 49.28
62.70 100
0
20.17 58.98
46.51 100
8
17.57 55.95
57.94 100
0
18.07 64.27
54.70 100
4
14.33 56.83
64.45 100
0
16.32 66.36
60.19 100
0
14.95 60.55
71.51 100
0
15.24 67.58
69.31 100
0
17.63 63.73

2007년
평균점
47.35
67.75
51.53
67.02
53.91
58.41
50.31
69.66
64.41

점수가 0～100점까지 분포하며, 평균점은 44～71점까지로 나타났다. 표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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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자 수는 알 수 없다. 평균점만을 보면, 2009년 시험의 과목별 평균점의 최고점
과목과 최저점 과목의 차이가 27.33점이나 발생하였다. 지난 2년간의 평균점만을 보
아도 난이도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조정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난이도를 고려
하면서 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목 특성, 문항 특성, 응시자 특성 등에서 차
이가 있고 원점수를 부여하므로 평균점을 근접하게 만들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매번 수능이 과목 선택에 따라 난이도상의 유불리 문제에 예민한 것을 고려할
때, 센터시험의 과목 간 점수 차이가 비교적 큰 점을 보면 난이도에 민감도가 수능
에 비해서 크게 심하지 않거나 마땅한 해결책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문항 분석

센터시험의 문항 분석은 2009년 2월에 시행된 문제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대
학입시센터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고등학교 교과 담당 교원
의 의견 평가’ 보고서는 센터시험 문항 분석에 매우 유용하였다. 시험 문제를 분석
한 고등학교 교과 담당 교원의 의견 평가의 관점은 과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첫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준거한 목표 내용에 부합하며 교과서나 수업 실태
에 바탕한 문제인가?
둘째,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내용 영역별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셋째, 기초적 기본적 이해력, 사고력 측정부터 종합적인 사고력, 판단력, 응용력을
묻는 것까지 균형있게 출제하였는가?
넷째, 문제의 형식 표현 배점 난이도는 적절한가?
이러한 관점은 수능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분석 항목들이며, 이번 센터시험 문
항을 검토 분석하는 데도 유용하였다.
2009년에 시행된 센터시험 문항에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표 Ⅱ-4-6>과 같이
분석의 준거를 작성하였다. 분석 준거에 따라 첫째, 문항 구성 및 내용, 둘째, 문항
유형 분석, 셋째, 문항 사례 분석 등으로 구분하여 과목별로 서술하였으며, 과목별로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실제 분석에서는 일부 차이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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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6> 센터시험 문항 지리역사과, 공민과 문항 분석의 준거
문항 구성
및 내용
문항 유형
사례 분석

분석 준거
시험문제 구성
내용 영역
문항 형식
문항 형태
답지 형식
문항 추출 및 분석

분석 내용
대문, 소문 문항 수, 배점, 내용 주제
내용 배분, 교과서 범위 및 수준, 소재 및 자료의 특징
문두 유형, 답지 유형
자료의 유무, 형태
답지 수(4지, 6지, 8지)
유형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문항 사례 추출 및 분석

(1) 세계사A B

(가) 문항의 구성과 내용

세계사A와 세계사B의 문항 구성 체제와 문항 수, 배점, 내용은 <표 Ⅱ-4-7>과
같다. 세계사A는 제1문～제3문으로, 세계사B는 제1문～제4문으로 구성되었다. 각각
의 대문은 하나의 대주제와 다수의 소주제에 따른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면 ‘모뉴먼트와 역사적 건조물’을 대주제로 하는 세계사A의 제1문은 파르테논 신
전의 역사를 소주제로 3문항이 출제된 A, 독일 국회의사당의 역사를 소주제로 4문
항이 출제된 B, 타이 모뉴먼트를 소주제로 3문항이 출제된 C로 구성되었다.
과목명

세계사A
세계사B

<표 Ⅱ-4-7> 센터시험 세계사A B 문항의 구성과 내용

구성 체제

제1문
제2문
제3문
제1문
제2문
제3문
제4문

문항 수

11
11
11
9
9
9
9

배점

33
34
33
25
25
25
25

내 용

모뉴먼트와 역사적 건조물
역사에서 사람들의 이동과 이산
세계사에서 전통과 변혁
생업과 노동의 역사
학교 교육의 역사
신앙과 종교의 역사
사람들의 이동 이주의 역사

세계사는 지역 및 문화권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지역별 출제 배분을 살펴보
기 위해서 최근 3년간의 출제를 분석한 <표 Ⅱ-4-8>을 작성하였다. 전반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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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 및 북아메리카 지역과 관련된 문항의 비중이 높고 동아시아의 출제 비율이 낮다.
수능에서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 거의 출제되지 않는데, 센터시험의 경
우 비중은 낮지만 서아시아 및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출제하고 있다는 점
이 특이하다. 이는 양국의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표 Ⅱ-4-8> 센터시험 세계사A 과목의 지역별 출제수 출제 비율
지 역
유럽ㆍ북아메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ㆍ동남아시아
서아시아ㆍ북아프리카
아프리카ㆍ오세아니아
라틴아메리카
복수 지역 혼재
합 계

2009년도
문항 수(비율)
18(54.5%)
3(9.1%)
3(9.1%)
6(18.2%)
0(0.0%)
3(9.1%)
33(100.0%)

2008년도
문항 수(비율)
18(54.5%)
6(8.2%)
1(3.0%)
4(2.1%)
2(6.1%)
2(6.1%)
33(100.0%)

2007년도
문항 수(비율)
2(6.4%)
8(4.2%)
5(5.2%)
42.1(%)
3(9.1%)
1(3.0%)
33(100.0%)

정치사, 사회경제사, 문화사 분야별로 정리한 <표 Ⅱ-4-9>는 세계사 과목에서
정치사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수능도 정치사의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사회 경제사와 문화사의 비중은 센터시험에 비해서 수능이 높은 편이다.
<표 Ⅱ-4-9> 센터시험 세계사A 과목의 분야별 출제수 출제 비율
분 야
정치사
사회경제사
문화사
복수 분야 혼재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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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문항 수(비율)
25(75.8%)
1(3.0%)
5(15.1%)
2(9.1%)
33(100.0%)

2008년도
문항 수(비율)
26(78.8%)
5(15.1)
2(6.1)

2007년도
문항 수(비율)
24(72.7%)
6(18.2%)
3(9.1%)

33(100.0%)

33(100.0%)

시대별로 정리한 <표 Ⅱ-4-10>을 보면, 근대사와 현대사의 비중이 높은 점이 확
인된다. 수능의 경우 시대별로 비교적 균등하게 출제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 차
이는 교육과정상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출제에서 지역 및 분야, 시대를 고려하여 출제하고 있다는 점은 수능
과 같다. 하지만, 수능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단원별로 고르게 출제함으로써 내용 요
소의 균형을 맞추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주제별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
다. 추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될 때, 역사 교과서가 검정 교과서로 간행되어 다양
하게 구성될 경우 단원별 배분보다 주제별 배분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표 Ⅱ-4-10> 센터시험 세계사A 과목의 시대별 출제수 출제 비율
시 대
고대사
중세사
근세사
근대사
현대사
복수 시대 혼재
합계

2009년도
문항 수(비율)
4(12.1%)
2(6.1%)
3(9.1%)
7(21.2%)
13(39.4%)
4(12.1%)
33(100.0%)

2008년도
문항 수(비율)
2(6.1%)
4(12.1%)
1(3.0%)
4(12.1%)
19(57.6%)
3(9.1%)
33(100.0%)

2007년도
문항 수(비율)
1(3.0%)
1(3.0%)
3(9.1%)
15(45.5%)
10(30.3%)
3(9.1%)
33(100.0%)

(나) 문항 유형 분석

센터시험 세계사A 과목 문항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문항 유형을 2가지 차원
에서 구분하였다. 첫째, 정오의 답지 중에서 고르기 구분이다. 이는 ‘정답 선택 형식’
과 ‘오답 선택 형식’ 2가지 구분이며, 우리의 정답형과 부정형에 해당한다. 둘째, 문
장, 사항, 조합, 시각 자료 등으로 구분하는 차원이다. 이와 같은 구분법을 따르고
몇 개 선택지로 구성했는가에 따라 4지 선택 문제와 6지 선택 문제를 추가하여 <표
Ⅱ-4-11>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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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11> 센터시험 세계사A B 문항의 표현 형식
과목명
문두 유형
세계사A
(33문항)

답지 유형
답지 수
문두 유형

세계사B
(36문항)

답지 유형
답지 수

구 분
옳은(적절한 해당하는) 것을 선택
틀린(관계없는) 것을 선택
문장 선택
사항(어구) 선택
복수의 사항(어구)의 조합, 연결짓기의 선택
지도 사진 회화 그래프 등 사용
4개
6개
옳은(적절한 해당하는) 것을 선택
틀린(관계없는) 것을 선택
문장 선택
사항(어구) 선택
복수의 사항(어구)의 조합, 연결짓기의 선택
지도 사진 회화 그래프 등 사용
4개
6개

문항 수(%)
28(85)
5(15)
19(58)
1(3)
12(36)
1(3)
31(94)
2(6)
31(86)
5(14)
25(69)
1(3)
6(17)
4(11)
35(97)
1(3)

답지에서 문장을 진술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항이 주류를 이루었다. 어구의
조합, 연결 짓기를 하는 문항과 빈칸에 어구를 채워 넣는 문항도 일정 비율을 차지
하였으며, 시각 자료를 답지로 선택하는 문항은 소수를 차지하였다.
수능의 분류에 따라 재구성할 경우 옳은 사항과 문장의 선택은 정답형에, 문장과
사항의 조합은 합답형에, 틀린 문장과 사항을 고르는 경우는 부정형에 각각 해당한
다. 연대순 배열 문항은 굳이 따지자면 우리의 합답형에 해당하나 수능 형식은 아니
다. 세계사 과목의 경우 정답형, 부정형, 합답형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수능에서
채택하지 않은 연대순 배열 문항이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수능에서 채택
하고 있는 최선답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답지 구성은 기본적으로 4지 선다형이다. 경우에 따라서 6개의 답지도 있다. 6지
선다형은 모두 3개 사실을 제시하고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항이었다. 이 형식은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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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경우의 수 모두를 답지로 제시한 것이다. 수능 합답형의 경우 2개씩 5지 선
다형으로 배열할 때 ㄱ, ㄹ 답지가 없어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센터시험이 모든 경우의 수를 포괄하는 방식은 수능에서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한편
수능에서는 답지의 순서를 길이 혹은 역사적 순서에 따라 배치하나, 센터시험 문항
은 길이와 무관하게 배열한 경우가 많았다.
(다) 문항 사례 분석

세계사A 과목 문항을 검사지 단위로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유형을 패턴화하여 출
제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어떤 유형인지 개별 문항 사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009년 세계사A 과목은 대주제 3가지가 출제되었다. 두 번째 주제는 ‘세계사의 여
러 국면에서 발생한 이동 또는 이산’이었고 이에 대해 하위 문장 3개를 제시하였다.
그 중 첫 번째 것을 사례로 인용해 보았다.
[사례 1] 문항의 주제별 제시문 및 어구 한정 형태(2009년 세계사A 제2문 문2)

제2문 세계사의 여러 가지 국면에서 발생한 사람들의 이동이나 離散에 대하여 기술한 다음 문장
A～C를 읽고, 아래 물음(문1～11)에 답하시오. (배점34)
A 유럽 각국은 ①16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남북아메리카에 다수의 식민지를 형성해 간다. 그러나
식민지에서 필요한 노동력은 유럽의 이민이나 원주민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었다. 그 때문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②아프리카 대륙에서 식민지에 노예로 보내졌다. 그렇지만 노예선 내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도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 노예무역이나 ③노예제는 18세기
후반 이후, 영국을 비롯한 구미 각국에서 인도적인 관점에서 강한 비판을 받게 되어 점차적으로
폐지되어 갔다. 그러나 離散된 아프리카계 사람들과 그 자손들은 노예라는 신분에서 해방된 이
후에도, 각지에서 ④정치적ㆍ사회적인 차별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게 된다.
B, C 제시문 생략

[사례 1]은 대문에서 제시된 글 자료 형태의 제시문을 나타낸 것이다. 사례에 나
타난 제2문은 A～C의 3가지 제시문을 제시하였으며 하위에 11개 문항이 출제되었
다. 제시문 A에는 ①～④로 밑줄을 그었다. 이것은 각각 ①시기에 일어난 사건, ②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의 연대순 배열, ③노예제와 관련된 문장의 정오 조합, ④차별
을 둘러싼 움직임에 관한 옳은 문장 선택 등 4개의 하위 문항과 연결된다. 수능의
역사 문항이 자료를 중심으로 제시되는 것과는 달리 가공된 설명문으로 제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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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징이다.
[사례 2] 4지 선다형 문항 : 정답형, 문장 진술형(2009년 세계사A 제2문 문4)

문4 밑줄 친 ④와 관련하여, 차별이나 인권을 둘러싼 움직임에 대해 기술한 문장으로 옳은 것을
다음 ①～④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오.
① 프랑스에서는 인권선언 채택 후, 바스티유 감옥에 대한 습격이 일어났다.
② 제2차 세계대전 전, 국제연맹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
③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공민권 운동이 고조되었다.
④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만델라 대통령의 취임 후, 인종격리정책이 철폐되었다.

[사례 2]는 4개의 선택지 중에서 옳은 진술 하나를 선택하는 정답형 문항이다. 경
우에 따라서는 최선어구를 넣어 최선답형을 만들거나, 틀린 진술을 고르는 부정형을
만들 수도 있다. 답지는 모두 인권이나 차별 철폐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제시문이 아프리카계 흑인 노예제 폐지 이후의 차별 문제를 지적하였므로
정답은 ③이다. 수능의 기준에서 분석해 보면, 답지는 출제 의도와 긴밀하게 구성되
었고, 길이순서가 아닌 시간순이라는 논리적 순서를 따랐다. 제시문을 읽지 않고는
풀이가 불가능하여 제시문의 탐구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만으로는 추론
이 불가능하며, 선행 지식이 반드시 요구되었다. 이 점에서 사고력 측정이라기보다
는 지식을 주로 측정하는 문항이다. 4지 선다형이라는 점과 교육과정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능과 유사한 문항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사례 3] 6지 선다형 문항 : 발생 순서 배열형(2009년 세계사A 제2문 문2)

문2 밑줄 친 ②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기술한 다음 문장 a～c를 오래된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을 아래 ①～⑥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오.
a 바스코 다 가마가 희망봉을 경유하여 인도에 갔다
b 보어 인이 오렌지 자유국을 세웠다.
c 이슬람교를 수용한 말리 왕국이 성립되었다.
① a → b→ c
② a → c→ b
③ b → a→ c
④ b → c→ a
⑤ c → a→ b
⑥ c →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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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과 달리 <보기>를 표기하고 구분하지 않았지만, 3개의 선택지를 주고 이를
발생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항이 세계사A 검사지 33문항 중에서 2문항이 출제되었
다. 특이한 점은 6지 선다형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답지로 구성한다는 점이다. 수능
합답형의 경우 ㄱ, ㄹ 답지가 없어 이를 정답지로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
지만, 센터시험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답지로 만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치
않게 된다.
[사례 4] 문장(또는 어구)의 정오 조합형(2009년 세계사A 제2문 문3)

문 3. 밑줄 친 ③과 관련하여, 남북전쟁 전 미국의 노예제도에 대해 기술한 다음 문장 a와 b의 正
誤의 조합으로 옳은 것을 아래 ①～④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오.
a 흑인 노예를 이용한 면화 플랜테이션이 확대되었다.
b 서부에서 새로운 주가 탄생하자, 노예제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대립이 일어났다.
①a-정 b-정
②a-정 b-오
③a-오 b-정
④a-오 b-오

[사례 4]는 정오 조합형 유형을 보이는 세계사A 과목의 문항이다. 이는 수능에서
는 전혀 활용하지 않는 유형이다. 2개 선택지 a, b를 주고 이것의 정오를 판별하는
문항이다. 세계사A 검사지 33문항 중에서 6문항이나 출제되었다. 이 문항의 경우 a,
b 문장 모두 옳기 때문에 ①이 정답이다. 제시문 없이도 문두와 선택지만으로 풀이
가 가능하여 단순 지식형 문항으로 볼 수 있다. 답지는 모든 경우의 수가 나타나 있
다. 답지는 2개만 제작하면 되고 정형화되어 있는 형식이다.
[사례 5] 빈칸에 해당하는 어구의 조합형(2009년 세계사A 제2문 문8)

문8 밑줄 친 ⑧과 관련해서, 다음 문장 속의 공란 ㉠ 과 ㉡ 에 들어갈 나라 이름이 바르
게 짝지어 진 것을 아래 ①～④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오.
중국계 주민이 전체 인구의 7할 이상을 차지하는 싱가포르는 어떤 나라의 식민지였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 이후는 ㉠ 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다시 이전 종
주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1965년에는 ㉡ 으로부터 독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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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 영국
② ㉠ - 일본
③ ㉠ - 영국
④ ㉠ - 일본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사례 5] 유형은 수능에서는 전혀 활용하지 않는 형식이다. 자리를 비워두고 채워
넣는 완성형을 연상할 수 있지만, 단순히 어구를 조합하는 형식이다. 세계사A 검사
지 33문항 중에서 4문항이나 출제되었다. 어구의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하며 단순
지식형 문항 형식으로 볼 수 있다. 답지는 모든 경우의 수가 나타나 있다. 실제 어
구는 4가지만 제작하면 되고, 정형화되어 있는 형식이다.
(2) 일본사A B

(가) 문항의 구성과 내용

센터시험 일본사A와 일본사B 과목의 문항 구성 체제와 문항 수, 배점, 내용을 표
로 정리하면 <표 Ⅱ-4-12>와 같다.
<표 Ⅱ-4-12> 센터시험 일본사A B 문항의 구성과 내용
과목명 구성 체제 문항 수 배점
내 용
제1문
3
8 지역사회의 변화
제2문
6
18 에도 말기 메이지 시대의 정치 외교 문화
5
15 메이지시대의 외교
일본사A 제3문
제4문
4
12 근대의 정치 사회(공통문제)
제5문
8
23 근현대의 정치 외교 사회(공통문제)
제6문
8
24 근대의 정치 사회
제1문
8
12 역사의 추구(지방정치)
제2문
6
18 원시에서 중세 초기까지의 사회 문화
6
18 중세에서 근세 초기 까지의 정치와 외교
일본사B 제3문
제4문
6
17 근세의 정치 사회
제5문
6
12 근대의 정치 사회(공통문제)
제6문
5
23 근현대의 정치 외교 사회(공통문제)

구성 체제를 보면, 일본사A는 제1문～제6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주제가 주
어진 다음, 이것과 관련된 3개에서 8개의 문항들을 그 아래에 출제하는 형식이다.
일본사B 역시 제1문～제6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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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할 점은 두 과목 사이에 공통 문항이 있다는 것이다. 35문항 내외의 문항 가
운데 두 과목 공통 문항은 대문 2개로 소문을 기준으로 할 경우 총 11문항에 해당
한다. 이는 전체 문항의 약 1/3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통 문항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고 볼 수 있다.
(나) 문항 유형 분석

대문과 소문으로 문항이 구성된 점은 세계사A B와 같다. 대문에서 자료를 제시하
는 방식은 한 개의 대문에 한 번의 자료 제시로 끝나는 경우와 대문에서 A, B, C등
소주제를 설정하여 각각 자료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소문을 풀게 하는 경우가 있었
다. 심화 내용인 일본사B 과목은 모든 대문이 여러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기본
내용인 일본사A 과목은 자료를 하나만 제시하고 소문을 푸는 문항이 일부 나타난
다. 소문의 경우, 대문에서 제시된 자료만을 기반으로 푸는 문항과 소문에 별도의
자료를 제시하는 문항으로 구분된다. 소문의 자료로는 사진이나 도표 등이 활용되었
다. 하지만 문두의 설명이 상세하여 자료가 없어도 문항을 풀 수 있다는 점은 자료
없이 풀 수 없도록 하는 수능과 다른 측면이다.
문항 형식 측면에서는 최선답형, 정답형, 부정형, 합답형 등으로 구분하는 수능과
달리, 일본 대학입시센터 문항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문항 형식을 크게 2가지 차원에
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출제 형식에 의한 구분이다. 이는 자료의 형태에 따른 구분
으로서 지도, 도표, 그림 및 이들을 함께 사용하였거나 혹은 자료 없이 문장으로만
구성된 문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둘째, 정답 표현 및 정답을 찾는 방법에 따라 문항
형식을 구분하는 방법으로서 어구 및 사항, 또는 문장으로 표현된 선택지를 정답으
로 고르거나, 혹은 이들의 조합을 선택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선택지의
표현 형태라 하였다. 이와 같은 구분법을 따르면서 선택지 개수에 따른 구분을 추
가하여 2009년 센터시험 일본사A B 과목의 형식적 측면을 분류하면 <표 Ⅱ-4-1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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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일본사A
(34문항)

일본사B
(36문항)

<표 Ⅱ-4-13> 센터시험 일본사A B 문항의 표현 형식

구 분
문항 수(%)
사항(인명 단어 등) 선택
0(0)
2개 이상의 사항(인명 단어 등)의 조합
7(21)
옳은 문장 선택
8(23)
문두와 답지
유형
틀린 문장 선택
5(15)
2개 이상의 문장의 정오의 조합
6(17)
오래된 것부터 (연대) 순으로 배열
8(24)
4개
26(76)
답지 수
6개
8(24)
사항(인명 단어 등) 선택
0(0)
문장의 정오 선택
12(33)
빈칸을 채우는 형식
5(14)
7(19)
문두와 답지 2개 이상의 문장의 정오를 선택하는 형식
유형
사항ㆍ문장의 연대 배열을 선택하는 형식
4(11)
조합
관련 사항의 정오 선택
4(11)
관련 사항의 조합 선택
1(3)
기타 (사료 자료의 독해 계산 등)
3(8)
4개
32(89)
답지 수
6개
4(11)

수능의 분류에 따르면 정답형과 부정형, 합답형으로 나눌 수 있다. 옳은 사항과
문장의 선택은 정답형에, 문장과 사항의 조합은 합답형에, 틀린 문장과 사항을 고르
는 경우는 부정형에 각각 해당한다. 연대순 배열 문항은 굳이 따지자면 우리의 합답
형에 해당하나, 수능에서 나타나는 문항 형식은 아니다. 일본사 과목의 경우 정답형,
부정형, 합답형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수능에서 채택하지 않은 연대순 배열 문
항이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수능에서 채택하고 있는 최선답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답지 구성은 기본적으로 4지 선다형이다. 경우에 따라서 6지 선다형도 있다. 6개
의 답지가 나온 문항은 모두 3개의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고 그 순서를 묻는 경우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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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문항들 모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모두를 답지로 제시하였다. 한편 수능
에서는 답지의 순서를 길이 혹은 역사적 순서에 따라 배치하나, 센터시험 문항은 길
이와 무관하게 배열한 경우가 많았다.
(다) 문항 사례 분석

일본사A B 문항 가운데 센터시험 문항의 특징이 잘 나타난 문항과 우리에게 시
사하는 바가 있는 문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문항의 형식을 살펴보도
록 하겠다.
[사례 6] 일본사 문항의 일반적 제시 형식(2009년 일본사A, 제4문 문1 문2))
제4문 근대의 정치ㆍ사회에 관한 다음 글을 읽고 아래 질문(문1～4)에 답하시오. (배점 12)
보통선거제란 재산ㆍ납세액ㆍ신분ㆍ성별 등에 따른 제한 없이 선거권ㆍ피선거권을 인정하는 제
도를 말한다. ⓐ보통선거운동이 국민의 지지를 얻어 확산되어, 정부는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가) 내각은 보통선거법을 성립시켜, 25세 이상의 남성에게는 납세액에 관
계없이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차별은 남았다. 메이지 시대부터 ⓑ남녀평등ㆍ여성의 권리확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가고 있었지만 여성의 선거권은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또 정부는 같은 의회에서 (나) 를 성립시켜, 보통선거에 따라 예상되는 무산계급의 정치적 진
출을 막으려고 했다. (나) 는 戰前ㆍ戰中을 통해서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 운동, 정부에 비판
적인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문1 빈 칸 (가) ,
시오.
① (가) 加藤高明
② (가) 加藤高明
③ (가) 原 敬
④ (가) 原 敬

(나)

에 들어갈 단어의 조합으로 옳은 것을 다음 ①～④ 중에서 하나를 고르
(나) 치안유지법
(나) 파괴활동방지법
(나) 치안유지법
(나) 파괴활동방지법

[사례 6]은 입시 센터 문항의 전형적인 형식을 보여준다. 대문의 제시문은 ‘근대
일본의 보통 선거제의 역사’를 정리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 자료를 근거로 총 4문
항의 소문을 풀게 된다. 문1은 보통선거를 도입한 내각과 이 시기에 하층민의 소요
에 대비하여 제정한 법령을 고르게 한 문항이다. 답지는 모두 4개로 구성되어 있다.

Ⅱ. 수능 영역별 센터시험 관련 과목 문항 분석

119

[사례 7] 연대순으로 배열하는 6지 선다형 유형(2009년 일본사A 제4문 문2)

문 2. 밑줄 친ⓐ에 관해 기술한 다음 문장 Ⅰ～Ⅲ에 대하여, 오래된 것부터 연대순으로 옳게 배열
한 것을 아래 ①～⑥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오.
Ⅰ 일본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 정당이 결성되어, 보통선거의 실현을 내세웠다.
Ⅱ 제2차 호헌운동이 전개되었다
Ⅲ 선거권의 납세자격이 직접 국세 3엔 이상으로 인상되었다.
①Ⅰ-Ⅱ-Ⅲ ②Ⅰ-Ⅲ-Ⅱ ③Ⅱ-Ⅰ-Ⅲ
④Ⅱ-Ⅲ-Ⅰ ⑤Ⅲ-Ⅰ-Ⅱ ⑥Ⅲ-Ⅱ-Ⅰ

[사례 7]은 [사례 6] 대문의 하위 문항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되는 문항이다.
먼저 답지가 6개로 구성되었다. 수능에서는 <보기>로 구분하지만 센터시험은 별도
의 구분없이 Ⅰ～Ⅲ로 표현하였다. 3개의 선택지를 주고 오래된 것부터 연대순으로
배열하도록 했으며,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답지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형
식으로 답지를 구성할 경우 보다 정확하게 학생의 실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것은 역사 과목군에서 출제된 정형화된 유형이다. 일본사A 과목 34문항 중
8문항, 일본사B 과목 36문항 중 4문항이 출제되었을 정도로 많이 출제되고 있다. 반
면에 세계사A 과목의 33문항 중에서 2문항, 세계사B는 36문항 중에서 출제되지 않
아 세계사 과목에 비해서 일본사 과목에서 많이 출제되었다. 연대기 개념 능력이 역
사 과목군에서 중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답안지 제작이나 채점 등에서
형식상의 어려움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 8] 제시문의 형태와 문두 유형(2009년 일본사A 제5문 문3)

B ⓒ시데하라가 외무장관으로 활약했던 기간은 한 때 중단된 시기까지 포함해 1924년부터 1931년
까지 장기간에 걸쳤지만, 그 사이의 외교방침은 거의 일관되어 있었고 ⓓ‘시데하라 외교’라고 불
렸다. 군축조약에 대한 대처 등에 이러한 자세는 현저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데하라의 외교
방침은 대립 세력과 ⓔ중국에서 일본군의 행동에 의해 방해받게 된다. 최종적으로 1931년, 육군
이 중국 동북부에서 일으킨 군사행동 등에 의해, 시데하라의 외교노선은 좌절되었다.
문3 밑줄 친 ⓒ와 관련하여, 1920년대 일본은 국내에서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시기로서도
알려져 있다. 다음 표를 참고하면서 이 시기 농촌에서 일어난 소작쟁의에 관해 기술한 아래 문
장 XㆍY에 대해 正誤의 조합으로 옳은 것을 아래 ①～④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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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항목
1920년
1922년
1924년
1926년
1928년
1930년
1932년

소작쟁의의 건수와 규모
소작쟁의건수
참가소작인수
A
B
408
34,605
1,578
125,750
1,532
110,920
2,751
151,061
1,866
75,136
2,478
58,565
3,414
61,499

1건당 참가소작인수
B/A
84.8
79.7
72.4
54.9
40.3
23.6
18.0

X 보통선거법이 성립된 전후의 두 해를 비교하면, 소작쟁의 건수는 증가했지만, 그 후는 일시적으
로 감소했다.
Y 세계공황의 영향이 일본에 파급된 결과, 곤궁한 농민에 의한 개별 쟁의가 대규모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①X-정
Y-정
②X-정
Y-오
③X-오
Y-정
④X-오
Y-오

센터시험 문항은 대문에서 자료를 제시하는 이외에 소문에서도 별도의 자료를 제
시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사례 8]은 대문의 두번째 자료를 활용하여 소문을 푸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소문에서 별도의 표를 제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문항의 길이
가 길어질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제시된 자료가 텍스트와 표로 다양하지만, 자료
를 보지 않고도 문항을 푸는 데에 지장이 없다는 점이다. 주어진 자료는 시데하라
외교와 관련된 대문의 자료와 소작쟁의 건수와 관련된 문3의 자료 2가지이다. 그런
데 문두에 20년대의 소작쟁의에 대한 설명의 정오를 고르라고 명시되어 있어 굳이
긴 자료를 읽지 않더라도 관련 지식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탐구력을 강조하는 수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을 평가하는 면
이 강한 센터시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상세한 자료의 제시가 갖는 교육적 효
과는 있을 것이나 불필요한 시간 소요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고부담 시험인 수능에
서 활용하기는 어려운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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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리A B

(가) 문항의 구성과 내용

지리A, 지리B 과목의 문항 구성 체제와 문항 수, 배점,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Ⅱ-4-14>와 같다.
<표 Ⅱ-4-14> 센터시험 지리A B 문항의 구성과 내용
과목명
지리A
지리B

구성 체제 문항 수
제1문
8
제2문
7
제3문
7
제4문
8
제5문
6
제1문
8
제2문
6
제3문
6
제4문
6
제5문
6
제6문
5

배점
16
21
21
24
18
18
18
17
17
17
13

내 용
세계지도/지구본 읽기 (일본지리+세계지리)
지형도 읽기/지역조사(일본지리 중심)
현대 세계의 지역 관계(일본지리+세계지리)
세계지리(중국의 자연, 경제, 문화지리)
세계지리(현대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
자연지리(세계지리 중심)
지형도 읽기/지역조사(일본지리 중심)
경제지리(일본지리+세계지리)
촌락지리와 도시지리(일본지리+세계지리)
세계지리(캐나다의 자연, 경제, 문화지리)
세계지리(현대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

구성 체제를 보면, 지리A는 제1문～제5문으로 구성되었다. 대문 중심의 문항 세트
를 구성한다. 하나의 지도나 주제를 주고 이것과 관련된 7개 안팎의 문항들을 출제
하는 형식이다. 지리A의 총 문항 수는 36개였다. 지리B는 제1문～제6문으로 구성되
었으며 총 문항 수는 37개였다. 문항별 배점은 개별 문항에 따라 동일하지 않고 대
개 2～3점 사이에 걸쳐 있다. 지리A와 지리B 모두 난이도가 쉬운 제1문의 문항 당
배점은 2점씩이지만, 그 외 문항은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3점 배점이었다.
문항별 내용 유형의 경우, 두 과목 사이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발견된다. 지리A
에서는 세계지도/지구본 읽기(제1문 8문항), 지형도 읽기/지역조사(제2문 7문항), 현
대 세계의 지역 관계(제3문 7문항), 세계지리-중국편(제4문 8문항), 세계지리-현대
세계의 당면 과제(제5문 6문항)에 관해 질문하고 있으며, 지리B의 경우는 자연지리
(제1문 8문항), 지형도 읽기/지역조사(제2문 6문항), 경제지리(제3문 6문항), 촌락지
리와 도시지리(제4문 6문항), 세계지리-캐나다편(제5문 6문항), 세계지리-현대 사회
의 당면 과제(제6문 5문항)를 묻고 있다. 지리A와 지리B가 ‘지도 혹은 도표 읽기’에
서 시작하여 ‘지형도 읽기/지역조사’, ‘계통지리와 지역지리’를 거쳐 ‘현대 세계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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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과제’로 마무리되는 체제로 되어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제2문의 6개 문항만은
동일한 문제를 공유하였다는 점도 흥미롭다.
(나) 문항 유형 분석

<표 Ⅱ-4-15> 센터시험 지리A B 문항의 표현 형식

과목명
제시 자료 유형
지리A
(36문항)
답지 유형
답지 수
제시 자료 유형
지리B
(37문항)

답지 유형
답지 수

구 분
지도 사용
도표 사용
그림 사용
지도와 도표의 사용
지도와 사진의 사용
문장만으로 구성
어구 사항의 선택
문장 선택
조합한 선택
4개
6개
지도 사용
도표 사용
그림 사용
지도와 도표의 사용
지도와 사진의 사용
문장만으로 구성
어구 사항의 선택
문장 선택
조합한 선택
4개
6개
8개

문항 수(%)
17(47)
9(25)
0(0)
2(6)
3(8)
5(14)
10(28)
15(42)
11(31)
26(72)
10(28)
11(30)
14(38)
0(0)
2(5)
2(5)
8(22)
11(30)
14(38)
12(32)
25(68)
11(30)
1(2)

문항 형식 측면에서 지리A, 지리B 과목 문항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문항 형
식을 크게 2가지 차원에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출제 형식에 의한 구분이다. 이는
자료의 형태에 따른 구분으로서 지도, 도표, 그림 및 이들을 함께 사용하였거나 혹
은 자료 없이 문장으로만 구성된 문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둘째, 정답 표현 및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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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는 방법에 따라 문항 형식을 구분하는 방법으로서 어구 및 사항, 또는 문장으
로 표현된 선택지를 정답으로 고르거나, 혹은 이들의 조합을 선택하는 것으로 구분
하고 있다. 이는 선택지의 표현 형태를 일컫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구분
법에 덧붙여 선택지 개수에 따른 구분도 추가하여 ‘지리A’ 과목에 대해 형식적 측면
을 분류한 것이 <표 Ⅱ-4-15>이다.
(다) 문항 사례 분석

문항 사례 분석에서는 한국의 수능 문항과 비교할 때 가장 차별적인 특징인 문두
와 선택지, 그리고 문항 내용 구성적 측면에서 대표적인 문항 사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문두에서 가장 큰 특징은 세트형 문항이라는 점이다. 즉 하나의 지도나 주제가 제
시된 다음, 그와 관련된 여러 개의 문항들을 제시하는 식이다. [사례 9]를 예시하였다.
[사례 9] 세트형 문항 유형(2009년 지리B 제1문 문1, 문2)

제1문 다음 지도 1을 보고, 유럽과 그 주변 지역의 자연 환경에 관한 아래 물음(문제 1～8)에 답
하시오. (배점 18)

탈린
더블린
바르샤바

마 드리

지도 1
문 1. 다음 지도 2의 ①～④는 지도 1의 더블린, 탈린, 마드리드, 바르샤바 중 어느 지점에서 월평
균 기온과 월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마드리드에 해당하는 것을 지도 2의 ①～④ 중에서 한 가지
를 선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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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
균
기
온

월
평
균
기
온

월강수량

월강수량

①

②

월
평
균
기
온

월
평
균
기
온

월강수량

월강수량

③

④

문 2. 유럽 북부의 대륙붕 분포와 지각 경계의 위치를 나타낸 것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다음 지
도 3의 ①～④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면?

이하 문제 3～8 생략

①

②

③

④

[사례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4지 선다형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6지 선다형도
나타난다. 따라서 문항의 특성이나 질문 내용에 따라 답지 구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
여준다. 6지 선다형의 예를 [사례 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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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0] 6지 선다형 유형(2009년 지리A 제5문 문1)

제5문 식량과 관련된 범지구적 과제에 관한 다음 물음(문제 1～6)에 답하시오(배점 18).
문제 1 다음 지도 1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어 연령별 저체중 자녀*의 비중을 나라와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고, A～C는 그 비율이 높은 경우[고위], 중간인 경우[중위], 낮은 경우[저위] 중 어느
하나를 뜻한다. 지도 1의 A～C와 연령별 저체중 자녀의 비율과 서로 바르게 짝지은 것을 아래의
①～⑥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면?
* 5세 미만.

자료 없음

통계는 1997/1997년～2006년 중 하나임.
WHO 자료에 의거해 작성함.
지도 1
①
②
③
④
⑤
⑥

A

B

C

고위
고위
중위
중위
저위
저위

중위
저위
고위
저위
고위
중위

저위
중위
저위
고위
중위
고위

그 밖에, 문두와 답지에 걸쳐 전체적으로 확인되는 특징은 계통지리와 지역지리가
교차하는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와 다른 큰 특징이며, 특히 지역지리
의 경우 일본지리와 세계지리가 하나의 세트형 문항 내에서 번갈아가며 출제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우리나라 수능 사탐 영역의 선택과목인 한국지리와 세
계지리가 서로 내용의 간섭 없이 문항 내용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이러한 형식으로 [사례 11]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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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1] 일본지리+세계지리 통합 문항 유형(2009년 지리B 제4문 문1)

제4문 촌락, 도시에 관한 다음 물음(문제 1～6)에 답하시오. (배점 17)
문제 1. 다음 지도 1의 A, B는 세계와 일본에서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촌락 형태를 모식
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 B에 관해 서술한 문장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을 아래의 ①～④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면?

경 계
도 로
가 옥

지도 1
① A는 격자 모양으로 구획된 경지가 넓게 펼쳐지며 미국의 타운쉽 제도에 의한 개척 지역에서
나타난다.
② A는 가옥이 분산되어 있는 산촌(散村)을 이루며 근대의 일본 북해도(홋카이도) 개척 지역에서
나타난다.
③ B는 도로에 인접해서 가옥이 나타나며 유럽의 삼림 지역에서 자연 발생적 집촌으로 나타난다.
④ B는 가옥의 배후에 단책(短冊, 키 작은 책) 모양의 경지가 나타나며 근세 일본의 새롭게 개간
된 경지[新田]의 집촌에서 나타난다.

(4) 윤리

(가) 문항의 구성과 내용

윤리 과목의 경우 <표 Ⅱ-4-16>에서 나타나듯이 학습 영역에서 5가지 영역의 대
문을 설정하였다. 대문 아래로는 소문이 있으며, 대체로 해답 번호의 총수는 대문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종종 하위 문항 내에 2개 정도의 해답
번호가 설정되는 경우가 있다. 2009년 검사지는 소문 34개에 해답 수는 37개였다.
이와 같이 문항 1개에 2개의 해답 번호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윤리 과목 문항 구성
의 형식적 특징 중의 하나이다. 대문 속의 하위 문항들은 규칙적이지 않으며, 적절
하게 필요한 문항 수가 설정되고 있다. 총점은 100점이며 대문의 배점은 제시되나,
하위 문항과 해답 번호마다 배점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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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16> 센터시험 윤리 문항의 구성과 내용

과목명 구성 체제 문항 수 배점
내 용
제1문
3
8 인생과 고민(청년기의 과제)
제2문
8
24 복수심의 극복(원류 사상)
윤리
제3문
8
24 일본 사상의 타계관(일본의 사상)
제4문
8
24 현대 이성의 의의(서양 근현대 사상)
제5문
7
20 배려의 윤리(현대의 여러 과제와 윤리)

(나) 문항 유형 분석

2009년도에 출제된 표현 형식 중심으로 문항 유형을 분석하여 도표로 나타내면
<표 Ⅱ-4-17>과 같다.
과목명

<표 Ⅱ-4-17> 센터시험 윤리 문항의 표현 형식
문두 유형

윤리
(34문항)

자료 형태
답지 수

구 분
옳은 것 선택
틀린 것 선택
자료 없음
글 자료
그래프/표
4개
6개

문항 수(%)
29(85)
5(15)
26(77)
6(18)
2(6)
33(97)
1(3)

수능과 마찬가지로 발문 형식은 정답형과 부정형으로 나눌 수 있다. 평가에서 바
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 정답형 또는 긍정형 문항이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수
능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합답형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개념이나 시기를 여러
개 제시하고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연결형 문항은 존재한
다. 윤리 과목의 특성상 부정형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문항이 최선답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자료 형태와 관련하여 보면, 대문을 통하여 한꺼번에 자료를 맥락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소문에서는 거의 발문과 답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소문에서도 하위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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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내용을 일정한 방향으로 묻고자 할 때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답지 구성은 기본적으로 4지 선다형이다. 경우에 따라서 6지 선다형도 있다. 2009
년도 시험에서는 6지 선다형이 1문항이었다. 에릭슨이 제시한 인생의 발달 단계와
그 특징을 연결한 문항이었다. 답지의 배열 순서에 대해서는 특별한 원칙이 없는 것
으로 보인다. 문항의 길이와 무관하게 배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다) 문항 사례 분석

센터시험 윤리 과목은 다른 과목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항 유형과 다
른 과목에는 없는 특징적인 유형이 있었다. 이에 대해 네 가지 유형 사례를 소개하
려고 한다.
[사례 12] 6지 선다형 유형(2009년 윤리 제1문 문3)

제1문 다음의 문장을 읽고, 아래 물음(문1～3)에 답하시오. (배점 8)
청년기는 자아를 자각하여 살아가는 의미를 쫓아 고뇌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일컬어진다. 그러
나 과연 ⓐ고뇌하는 자는 청년뿐인 것일까? …(중략)… 이처럼 생각해 보면, ⓒ인생이란 항상 자신
과 맞이하면서 계속 성장하는 여정이라 할 수도 있다.
문3 밑줄 친 ⓒ에 관련해서, 에릭슨은 인생을 여덟 개의 발달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에 관련
하고 있다. 다음의 청년기 이후 네 가지의 발달단계 가~라와 그 특징 A～D의 조합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아래의 ①～⑥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오.
가. 청년기
나. pre 성인기(성인전기)
다. 성인기(성인 중기)
라. 노년기(성인 후기)
A 지금까지 가꿔왔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특정한 사람과의 우정, 사랑, 성적 친밀
함을 얻는 일이 요구된다.
B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자신에 관한 흔들림을 극복하여 자기 확립
에 관한 확신을 얻는 일이 요구된다.
C 여러 가지 일이 있던 지금까지의 인생 전부를, 자신의 것으로서 받아들여지는 일이 요구된다.
D 다음 세대를 지탱해가는 아이들을 위해, 키워가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일이 요구된다.
① 가-B 나-A 다-D 라-C
② 가-A 나-C 다-B 라-D
③ 가-A 나-B 다-D 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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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B 나-C 다-D 라-A
⑤ 가-A 나-B 다-C 라-D
⑥ 가-B 나-A 다-C 라-D

[사례 12]에서 나타난 6지 선다형은 답지 수를 제외한 문항의 질문 방식에서 우리
나라의 수능 문항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연결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경
우의 수를 최대한 나열하여 학생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6지 선다형을 설정하고 있
다는 점이 차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탐구형 문항과 차이점은 많은 선지식을 묻
고 있는 점과 교육과정에서 에릭슨의 주장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고 그것을 전제로
각 단계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6지 선다형의
이러한 답지 사례는 2009년도의 윤리 문항 출제에서는 1문항에 그치고 있으며 다른
해에도 유사한 분량으로 출제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사례 13] 단순히 기본 개념이나 사상가를 묻는 문항 유형(2009년 윤리 제2문 문1)

인간은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진 동물이다. …(중략)… 그리스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다”라는 말로 알려져 있는 4 이 “부정을 행하는 것,
부정을 보복하는 것, …(중략)…이것들은 언제 어디서도 잘못이다”고 말하고 있다. 또 인도에서는
ⓔ부처가 …(중략)…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5 이라고 한 공자는 “정직으로 앙심에 앙
갚음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도 또한 자신의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평무사한
태도로 대응하라고 해석할 수 있다. 모두 원한을 긍정하는 당시의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문 1. 문장중의
나를 고르시오.
4

5

* 제시문이 길기 때문에 연구자가 중략함.

4

5

① 플라톤
③ 소크라테스
① 경(敬)
③ 인(仁)

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다음 각각의 ①～④ 중에서 하
② 고르기아스
④프로타고라스
② 서(恕)
④ 충(忠)

윤리 문항에서 [사례 13]과 같은 형식으로 묻고 있는 방식은 대체로 하나의 하위
문항에 2개의 해답 번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문항 형식과 내용은 윤리 과목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것으로 특정의 사상가나 핵심 개념의 용어를 묻는 것을 문항 내
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윤리 과목의 특성상 사상가나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 덕목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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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어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은 당연한 문항 구성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
리의 수능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문항 구성을 지양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의 대상
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상가의 명언을 인용한 경우라면 아주 단
순한 문항이 될 가능성이 있고,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 아니라 출제된 사상가들을 독
서를 통하여 숙지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책을 읽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고난도의
문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고등학교 담당 교원 평가단에 의하면, 소크라테스를
묻는 것은 쉬운 내용이나 공자의 ‘타자에 대한 배려’는 ‘인’과 ‘서’의 개념에 대한 명
확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어려운 문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사례 14] 대문의 내용과 하위 문항의 다른 자료를 연계하여 묻는 문항(2009년 윤
리 제3문 문2)
사람이 죽는 것을 타계한다고 한다. 이 세상을 떠나 다른 세계로 옮긴다는 뜻이다. 일본에서 타
계는 어떤 식으로 생각되고 왔을까?
『고사기(古事記)』에 의하면 …(중략)…오리구치 시노부(折口信夫)는 이와 같이 ⓐ행복을 가져
오는 신이나 도깨비를 마레비토라고 불렸다. …(이하 생략)…

문2 밑줄 친 ⓐ와 관련하여, 다음 문장을 읽고 A 에 가장 적절한 것을, 다음 ①～④ 중에서
고르시오.
교겡(狂言) 『절분(節分)』은 호라이(蓬莱)라는 타계로부터 일본으로 건너온 도깨비가 어느 빈
집의 여성에게 한눈에 반해 그녀가 하라는 대로 입으면 모습이 안보이게 되는 도롱이나 우산, 도
깨비 방망이와 같은 보물을 주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은 후 여자는
“복은 안으로, 도깨비는 밖으로”라고 장단에 맞춰 콩을 던져 도깨비를 내쫒고 만다. 이러한 유래와
같이, 절분의 행사에서 ‘복은 안쪽’이라고 할 때의 그 복이란 A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타계의 도깨비가 그것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함
② 저승의 도깨비가 그것에 의해 인간을 유혹한다는 외관상의 보물
③ 인간이 분장한 도깨비가 의례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마을의 넉넉함
④ 사람들로부터 콩을 맞는 도깨비가 타계로부터 가져온 보물

[사례 14]는 수능에서 취하고 있는 발문-자료(지문)-답지의 형식에서 완성형 문항
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대문 속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맥락적으로 서술한
상태에서 그와 관련하여 하위 문항에서 자료를 제시하고 답지를 완성하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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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관련성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대문 속의 설명을 기초로 하위 문항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답을 찾도
록 하고 있는 점에서 탐구성을 높인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탐구성을 과도하게 높
일 경우 언어적 해석이라는 문제점을 낳을 수 있고 완전히 선지식을 물을 경우 우
연적 요소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데, 그 경계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고등학
교 담당 교원 평가단에 의하면, ‘마레비토’논의 개념을 자료로부터 묻는 설문으로 자
료가 쉬워 정답 찾기가 용이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사례 15] 대문 자료에 대한 종합적 사고와 판단을 묻는 문항(2009년 윤리 제3문
문8)
…(전략)… 그러나 오늘날 오히간이나 오봉(お盆) 행사를 실시되고 있다.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国
男)에 의하면 조령은 마을부터 그리 멀지 않는 산 등에 머문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본인은 다양한
타계를 가까운 자연 속에서 무심코 의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타계는 단순한 죽음
세계가 아니고 자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다. 양자는 혼연히 우리의 생명이나 영혼의 존재 양식과
관련지어 지금도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묻고 있는 것이다.

* 제시문이 길기 때문에 연구자가 부분 발췌함.
* 오봉(お盆) : 음력 7월 15일의 전후 수일간 죽은 사람의 영을 제사지내는 불사.

문 8. 본문의 취지에 합치하는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다음 ①～④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오.
① 타계는 사후의 세계로서 의식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본원 또는 신과의 관계, 영혼의 행방 내지
는 사생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이 중층적으로 포함된 세계로서 지금도 멀지 않을 곳에 존
재한다.
② 타계는 사후의 세계로서 의식될 뿐 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자연과의 이상적인 관계
로서, 또한 그것에 기초한 인간이 있어야 할 미래를 비추어 주는 거울로서 지금도 중요한 것으
로서 간주된다.
③ 타계는 사후의 세계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눈을 이 세상의 현실로부터 돌리게 하는 힘을 실제
로 갖고 있으므로 선조에 대한 경의를 중요시 하면서도 이 세상의 문제와 구별하여 일상으로
들여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④ 타계란 사후의 세계일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좌우하는 큰 힘을
갖고 있으므로, 절과 신사를 참배하며, 또한 피안회(彼岸會, 춘분 추분의 전후 각 3일간에 행하
는 불교 행사) 또는 백중을 잘 맞이하여 타계로부터의 물음에 잘 대답할 필요가 있다.

[사례 15] 문항은 대문 속의 자료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답지를 선택하도
록 하고 있는 문항 유형이다. 대문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그에 대한 추론 능력
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 사고력과 응용력, 판단력을 요구하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학능력시험 윤리 과목에서는 대문을 구성하고 있지 않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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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이러한 문항 유형을 현재 출제하고 있지 않지만, ‘자료의 분석 및 해석’이나
‘결론 도출 및 평가’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겠다.
일본 고등학교 담당 교원 평가단에 의하면, 전제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답
을 할 수 없지만 답지의 내용이 극단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
답을 찾기에 용이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5) 현대사회

(가) 문항의 구성과 내용

2009년에 시행된 센터시험의 현대 사회 과목은 총 36문항이 출제되었다. <표 Ⅱ
-4-1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두 6개의 대문에 대한 36개의 소문으로 구성되었
다. 지문 1, 3, 4, 6에 대한 소문은 5개이고, 2, 5에 대한 소문은 8개이다. 배점은 각
소문 당 2점 내지 3점으로 총 100점 만점이다. 내용 영역 면에서는 법 정치 영역(12
개), 사회 문화 영역(심리, 환경 포함 14개), 경제 영역(10개)에서 비교적 고르게 출
제되었다. 제1문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개 지문은 두 영역 이상을 조합한 단원 통합
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고등학교 담당교원의 의견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교과서 내용이 균형 있게 출제되었으며 평균 점수는 60.19점으로 문항 난이
도 면에서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보았다.
<표 Ⅱ-4-18> 센터시험 현대사회 문항의 구성과 내용

과목명 구성 체제 문항 수 배점
내 용
제1문
5
14 일본의 사법제도(법)
제2문
8
22 일본의 전후 사회 변화(사회, 정치)
제3문
5
14 지적 소유권, 기술혁신, 사회 공헌(법, 경제)
현대사회 제4문
5
14 환경 문제(경제, 사회)
제5문
8
22 세계화(법, 정치, 경제, 사회)
제6문
5
14 청년기(사회)

(나) 문항 유형 분석

각 문항은 문항의 형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문항의 형식에서는 문두의
유형, 자료의 형태, 답지의 수 등 문항의 외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문항의 내용에
서는 문항의 성격, 문항의 소재, 내용 영역, 행동 영역 등 문항의 실제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Ⅱ-4-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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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표 Ⅱ-4-19> 센터시험 현대사회 문항의 표현 형식
문두 유형

현대사회
(36문항)

자료 형태

답지 수

구 분
옳은 것 선택
틀린 것 선택
자료 없음
글-완성형
글-연결형
표
그래프
4개
6개
8개

문항 수(%)
27(75)
9(25)
27(75)
3(8)
4(11)
1(3)
1(3)
29(81)
3(8)
4(11)

문두는 크게 긍정형과 부정형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 데, 긍정형 답지는 모두 수능
의 최선답형(가장 적당한 것)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긍정형 문항이 27개(75%), 부정
형 문항이 9개(25%)로 부정형 문항이 적게 출제되었다.
소문은 자료가 따로 제시되지 않고, 질문-답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항이 27
개(75%)로 대부분이고, 자료가 제시된 문항은 총 9개이다. 이 중 2개가 표 혹은 그
래프이고 나머지는 모두 글 자료였다. 글 자료 중에서는 괄호 안에 들어갈 적당한
말을 고르는 완성형이 3개, 단어 혹은 문장과 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연결하는 형
태인 연결형이 4개이다.
답지 수 측면에서는 4지 선다형이 29개(80.6%), 6지 선다형이 3개(8.3%), 8지 선다
형이 4개(11.1%) 출제되어 4지 선다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완성형 문항은 주로 8
지 선다형이고, 연결형 문항은 주로 6지 선다형으로 답지 숫자 면에서 유동적이지
만, 나름대로의 규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항의 내용은 대부분 교과서 수준의 기초 지식 범위 내에서 출제되었고(27개),
일부 문항의 경우 교과서의 내용을 심화(1개)하거나 시사적인 문제(8개)와 연결지어
출제되었다. 문항 성격(행동 영역) 면에서는 단순 지식 확인형 문항이 24개(66.7%),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응용하는 지식 응용형 문항이 10개(27.8%), 자료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탐구형 문항이 2개(5.6%) 출제되어 지식 확인형 문항이 큰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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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다.
(다) 문항 사례 분석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센터시험 현대사회 과목 문항의 특징을 논하고자 한다.
문항 형식 면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답지의 수가 4개, 6개, 8개 등으로 다양하
다는 점이다. 이러한 답지 수는 소문에 제시된 자료의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데, 다
양한 경우의 수를 모두 포괄함으로써 문항 추측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장치인 것
으로 보인다.
[사례 16] 연결형 제시문과 어구를 선택하는 6지 선다형 유형(2009년 현대사회 제3문
문3)
문 3. 밑줄 친 ⓒ에 관한 다음의 기술 A～D와 그것과 관계 깊은 인명 ㉠～㉤의 조합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다음의 ①～⑥ 중에서 하나 고르시오.
A 외국 무역에 있어 각국은 비교 위에 있는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여 그것을 서로 수출하면 쌍방
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B 기업이 오래된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 및 기술 혁신을 계속하는
것에 의해 경제가 발전한다.
C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산업 구조는 제1차 산업에서 제2차 산업으로, 그리고 제3차 산업에로 중
심을 움직여 가는 경향을 지닌다.
D 각자에 따른 이기적인 이익의 추구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에 연결된다.
㉠ 아담 스미스 ㉡ 아마르티아 센 ㉢ 윌리엄 페티와 콜린 클라크
㉣ 죠셉 슘페터 ㉤ 데이비드 리카도
① A-㉠
B-㉢
C-㉣
D-㉤
② A-㉠
B-㉢
C-㉣
D-㉡
③ A-㉡
B-㉢
C-㉣
D-㉤
④ A-㉡
B-㉣
C-㉢
D-㉠
⑤ A-㉤
B-㉣
C-㉢
D-㉡
⑥ A-㉤
B-㉣
C-㉢
D-㉠

[사례 16]은 6지 선다형으로 사항(어구)를 선택하는 유형의 문항이다. 제시문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A～D의 문장으로 경제학자의 주장이며, 다른 하나는
㉠～㉤의 인명(어구)이다. 답지에서는 이 둘을 연결 짓도록 하고 있어, 문항 형태 면
에서 연결형이라 할 수 있다. 답지에서는 인명을 그대로 쓰지 않고, ㉠～㉤과 같이
Ⅱ. 수능 영역별 센터시험 관련 과목 문항 분석

135

기호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가독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경우의 수는 산술
적으로는 120가지나 되지만, 답지 반응을 고려하여 6개의 선택지로 구성하였다. 주
장과 인물을 연결 짓는 개념 지식을 묻는다는 점에서 단순 사고력을 측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례 17] 완성형 자료와 8지 선다형 유형(2009년 현대사회 제3문 문4)

문 4 밑줄 친 ⓓ와 연관하여, 다음 문장의
~ 에 들어갈 어구의 조합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다음 ①～⑧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오.
벤처 기업이 번성하고 있는 유명한
는, 벤처 투자가 미국에서 가장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다. 거기에는 대학 등에서의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벤처 기업에 자금과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전문가 전문 기관이 집중되어 있다. 기업가는 자신 및 가족이 축적해 온 자금만이 아니라 엔젤이
라고 불리는 개인투자가와 로부터 자금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다. 독자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
화를 꾀하는 경우 지적 재산의 관리가 중요하므로, 그에 앞서
등에 의한 (…이하 생략…)
① A 실리콘 밸리
B 벤처 자본
C 변호사
② A 실리콘 밸리
B 벤처 자본
C 재판관
③ A 실리콘 밸리
B 금융 설계가
C 변호사
④ A 실리콘 밸리
B 금융 설계가
C 재판관
⑤ A 월 스트리트
B 벤처 자본
C 변호사
⑥ A 월 스트리트
B 벤처 자본
C 재판관
⑦ A 월 스트리트
B 금융 설계가
C 변호사
⑧ A 월 스트리트
B 금융 설계가
C 재판관
A

C

A

B

C

[사례 17]은 완성형 자료로 글 속에 빈 칸을 주고 빈 칸에 적절한 어구나 단어를
채우도록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사례 18] 시사적 소재의 문항(2009년 현대사회 제4문 문4)

문 4 밑줄 친 ⓓ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다음의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시오.
① 교토 의정서가 발효되기까지 시간을 요했던 것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많은 국가의 일부
가 비준을 하지 않아, 발효를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② 교토 의정서를 채택한 회의(COP3)에서는 일본이 의장국이었기 때문에 온실효과 가스 삭감 목
표는 조약 체결국 가운데 가장 높은 6%라는 수치로 설정되었다.
③ 원자력 발전은 CO2 배출량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CO2 배출량 삭감 수단으로
서 위치지우지 않고 않고 있는 것은 방사능 오렴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④ 수증기는 온실 효과 가스로서 삭감해야 할 온실 효과 가스로서 일본 정부가 위치지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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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용 면에서의 특징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문항의 소재
중 시사성이 강한 소재가 제시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문항은 교과서 수준의 기초
지식을 묻거나 이를 응용해서 정답을 찾는 문항(기초 지식 문제)이지만, 시사적 사
회적 지식에서 국내외의 과제를 묻는 문항(시사 문제)도 출제되었다. 시사 문제를
소재로 다룰 경우에도 교과서적 지식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으며 그 수준은 높지
않지만, 수능과 달리 시사 상식을 묻는 것과 같은 문항도 있어 눈에 띈다.
[사례 19] 단순 탐구형 문항(2009년 현대사회 제5문 문4)

문 4 밑줄친 ⓓ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개의 표는 일본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해외에서 공
부하는 일본인 유학생의 수를 나타낸 것(표 1)과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국 지역을 많은 순으로
나열한 것(표 2)이다. 이들 표를 읽고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을 다음의 ①～
④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오.

표 1. 출신별 외국인 유학생 수 및 유학국별 일본인 유학생 수 (단위 : 명)
아시아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기타
계

2000년
57,938
2,220
1,241
520
2,092
64,011

외국인 유학생 수
2002년 2004년
88,664 109,520
2,523
2,974
1,450
1,712
538
547
2,375
2,549
95,550 117,302

일본인 해외 유학생 수
2000년
2002년
2004년
14,711
17,314
21,852
10,868
10,900
12,995
47,975
47,420
43,965
2,880
3,773
4,085
30
40
48
76,464
79,447
82,945

표 2. 출신국 지역별로 본 외국인 유학생 수(상위 5번째까지) (단위 : 명)
2000년
중국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2,297
12,851
4,189
1,856
1,348

2002년
중국
58,533
한국
15,846
대만
4,266
말레이시아
1,885
타이
1,504

2004년
중국
77,713
한국
15,533
대만
4,096
말레이시아
2,010
타이
1,665

① 모든 조사 대상 년도에서 북미에서 온 유학생의 수는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의 수보다 적지만,
북미로 유학 간 일본인 유학생의 수는 아시아로 유학 간 일본인 유학생 수보다 많다.
② 2000년과 비교하여 2002년 2004년에는, 유럽으로 유학 간 일본인 유학생의 수도 북미로 유학
간 일본인 유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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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본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전체에서 차지하는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의 비율은 모든 조
사 대상 년도에 9할을 넘고 있다.
④ 2000년부터 2004년에 걸쳐 외국인 유학생 수의 증가에 점하는 비율은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 수
의 증가가 가장 많으며,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 중에서도 중국에서 온 유학생 수의 증가가 가장
많다.

문항의 성격(행동 영역) 면에서는 단순 지식 확인형 문항이 많고, 탐구형 문항의
경우에도 탐구 요소가 강하지 않고 주어진 자료를 단순하게 해석하여 진위를 파악
하는 유형의 문항이 출제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사례 19] 문항은 제시된 표 자료의
숫자를 단순 비교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단순한 탐구형 문항이다. 이는 제시된 표를
통해 복잡한 분석과 추론을 해야 하는 수능 사회 문화 문항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성격의 문항이라 할 수 있다.
(6) 정치 경제

(가) 문항의 구성과 내용

2009년 센터시험 정치 경제 과목은 총 38문항이 출제되었다. 문항의 전반적인 구
조는 대문에서 자료를 먼저 제시하고,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소문, 답지 혹은
소문, 추가 자료, 답지 등의 구성 형태를 띠고 있었다. 문항의 내용이나 소재는 교과
서의 기초 및 심화 지식이나 시사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정치 경제’ 과목의 경우, 모두 5개의 대문과 38개 소문으로 구성되어, 우리 수능의
형식에 적용할 경우 전체 문항이 세트형 구조를 띠고 있었다. 대문에 따른 소문의
숫자는 7～10개로 일정치 않았다. 정치 경제 과목의 경우 대문에서는 모두 글 자료
를 제시하고 있는데, 서술형으로 제시된 지문이 4개(80%), 대화형으로 제시된 지문
이 1개(20%)로 서술형으로 제시된 지문이 많았다.
정치 경제 과목은 내용 면에서 정치 경제의 통합적인 성격의 문항이 10개(26%),
정치 문항이 14개(37%), 경제 문항이 14개(37%)였다. 통합적인 성격의 문항들 중에
서도 정치와 경제로 구분할 수 있는 문항이 다수 있었다. 대문에 제시된 자료의 주
제 내용으로서는 남북문제, 표현의 자유, 국민의 정치 참여, 일본 경제의 제 과제,
농업에 있어서의 국내외의 과제 등이 있었다. 이러한 출제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정
치 경제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주제를 다루면서, 수험생들이 최근의 사회 정세를
포함한 현대 사회의 제 과제에 대해 시사적인 지식을 측정하고자 하는 출제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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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읽을 수 있었다.
고등학교 교과 담당교원의 의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 경제 문항의 경우 교
과서 수준의 기초 지식을 묻는 문항들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교과서 기초 지식
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사고력 응용력을 묻는 문항이 감소했다고 한다. 또한 자료 해
석형 문제는 그래프 읽기를 중심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정도로 출제되었고, 시사적인
소재를 활용한 문제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감소하였지만 예년처럼 수험자의 일상생
활에 가까운 소재를 중심으로 시사 문제에 대한 관심도 이해도를 측정했다고 한다.
<표 Ⅱ-4-20>은 ‘정치 경제’ 시험 문제의 구성 내용이다.
과목명

<표 Ⅱ-4-20> 센터시험 정치 경제 문항의 구성과 내용

구성 체제 문항 수
제1문
10
제2문
7
정치 경제 제3문
7
제4문
7
제5문
7

배점
24
19
19
19
19

내 용
국제 사회의 과제 중 남북 문제(정치, 경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현상과 과제(정치)
국민의 정치 참여, 권리와 제도 및 과제(정치)
일본 경제에서 노동, 사회보장 등 과제(경제)
일본 농업의 국내외적 과제(경제)

(나) 문항 유형 분석

정치 경제 문항을 형식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문두는 크게 긍정형과 부정
형으로 나뉘며, 긍정형 답지는 ‘가장 적당한 것’ 혹은 ‘옳은 것’으로 표현되며, 부정
형은 ‘적당하지 않은 것’ 혹은 ‘잘못된 것’으로 표현되는데, 정치 경제 문항은 긍정형
이 30개(78.9%), 부정형이 8개(21.1%)로 긍정형이 다수였다. 그리고 문항 구조는 각
소문에 바로 답지가 제시되는 질문-답지 형과 글, 표, 그림 등의 추가 자료가 제시
된 후에 답지가 제시되는 질문-자료-답지 형 등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정치 경제 과
목은 질문-답지 형이 총 30개(78.9%), 질문-자료-답지 형이 총 8개(21.1%)로 추가적
인 자료 없이 해결하는 문제가 다수였다. 소문에 추가적인 자료가 제시된 문항이 총
8개였는데, 이 중에 연결형으로 제시된 글이 4개(10.5%), 그래프/표가 4개(10.5%)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답지의 수는 4지선다형이 32개(84.2%), 6지 선다형이 6개(15.8%)
로 4지 선다형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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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표 Ⅱ-4-21> 센터시험 정치 경제 문항의 표현 형식
문두 유형

정치 경제
(38문항)

자료 형태
답지 수

구 분
옳은 것 선택
틀린 것 선택
자료 없음
글-연결형
그래프/표
4개
6개

문항 수(%)
30(79)
8(21)
30(79)
4(11)
4(11)
32(84)
6(16)

다음으로 문항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문항의 소재의 경우 정치 경
제 과목은 주로 교과서 수준의 기초 지식을 묻는 문항이 대부분이었고(28개, 73.7%),
교과서 내용이지만 조금 심화된 지식을 묻는 문항(2개, 5.3%), 교과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3개, 7.9%), 자료를 활용하여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3개, 7.9%), 시사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시사 지식을 묻는 문항(2개, 5.3%) 등이
일부 포함되었다. 정치 경제 과목은 문항의 성격 면에서 지식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
는 문항이 30개(78.9%), 지식을 응용하여 해결하는 문항이 4개(10.5%), 자료를 분석
해석하는 문항이 4개(10.5%)로, 지식 확인 문항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다) 문항 사례 분석

문항 유형 중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정치 경제 문항의 대표적인 특징을 제시하려
고 한다.
문항의 형식 면에서, 먼저 문항의 전반적인 구조는 대문과 자료를 먼저 제시하고,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소문, 답지 혹은 소문, 추가자료, 답지 등의 구성 형태를
띠어 교과서나 시사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문항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었다. 제1문 문2의 경우에는 대문과 자료 이후에 소문과 답지로만 구성되어
있다. 제4문 문1의 경우에는 대문과 자료 이후에 소문과 함께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
시하고 답지를 구성한 질문-자료-답지의 구조를 띠고 있다.
문항의 소재는 크게 교과서 수준의 기초 지식을 묻거나 이를 응용해서 정답을 찾
는 문항(기초 지식를 묻는 문제), 조금 심화되거나 정확한 지식을 묻는 문제(심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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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묻는 문제), 시사적 사회적 지식에서 국내외의 과제를 묻는 문항(시사적인
소재와 지식을 다루는 문제), 자료나 그래프, 도표 등을 사용하여 기초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사고력 측정 문제)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문항이 교과서
수준의 기초 지식을 묻는 문항이었다.
[사례 20] 자료의 형태와 4지 선다형 유형(2009년 정치 경제 제1문 문2)
제1문 다음 문장을 읽고, 아래의 물음 1～10에 답하시오.(배점 24)
오늘날 국제사회가 전력을 다해 대해야 할 최대의 문제의 하나로 ⓐ남북 문제, 즉 선진국과 ⓑ개
발 도상국 사이의 경제 격차와 그것을 둘러싼 정치 사회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북의 선진국은
경제적으로 풍부한 반면 남의 개발 도상국은 의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기아 등의 심각한 상
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략)…
문2. 밑줄 친 ⓑ에 관한 기술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을, 다음의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시오.
① 개발 도상국 전체의 인구 증가율은 선진국 전체의 그것을 상회하고 있다.
② 개발 도상국 GDP(국내 총생산)의 총계는 선진국의 그것을 하회하고 있다.
③ 선진국보다 늦게 공업화를 시작한 NIES는 후발 개발 도상국(LDC, LLDC)라고 불린다.
④ 개발 도상국 간의 경제 격차와 그를 둘러싼 문제는 남남문제라고 불린다.

[사례 20]은 대문과 자료 이후에 소문과 4개의 답지로만 구성되어 있어, 정치 경
제 과목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질문-답지 형이자 4지 선다형의 예로 교과서 기초
지식을 확인하는 형태의 문항이다. 이 문항에서는 자료의 개발도상국에 밑줄을 긋고
자료의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 없이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배웠
던 기초 지식을 묻고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④번 답지 내용처럼 일부는 자료와 관
련되기도 한다.
[사례 21] 자료의 형태와 6지 선다형 유형 (2009년 정치 경제 제4문 문1)

제4문 다음 회화문을 읽고, 아래의 물음 1～7에 답하시오.(배점 19)
교 사 : 오늘은 노동자의 일과 삶이라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거품 붕괴 이후 심각하게
ⓐ경기가 바닥을 헤매고 있고 치열한 국제 경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커다
랗게 변화하였습니다. 기업은 구조 개혁을 진행하면서, 정규직을 줄이고 파트 타임 노동자와 파
견 노동자라고 불리는 비정규 노동자를 늘리는 등, ⓑ고용 형태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A : 기업이 그러한 상황이 되면 우리들의 취직 형태도 바뀔 것이고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
도 큰 일이겠네요. …(중략)…
문1 밑줄 친 ⓐ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경기 순환 유형에 대한 학설이 존재한다. 다음 유형 A～C
와 각각의 순환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기술 ㉠～㉢과의 조합으로 올바른 것을, 다음의 ①～⑥
중에서 하나 고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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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기 파동(키친 파동)
B 중기 파동(쥬글라 파동)
C 장기 파동(콘트라티에프 파동)
㉠ 기술 혁신과 대규모의 자원 개발
㉡ 설비 투자의 변동
㉢ 재고 투자의 변동
① A-㉠
B-㉡
② A-㉠
B-㉢
③ A-㉡
B-㉠
④ A-㉡
B-㉢
⑤ A-㉢
B-㉠
⑥ A-㉢
B-㉡

C-㉢
C-㉡
C-㉢
C-㉠
C-㉡
C-㉠

[사례 21]은 대문과 자료 이후에 소문과 함께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시하고 답지를
구성한 질문-자료-답지의 구조를 띠고 있고 6개의 답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6
지 선다형의 경우 소문과 함께 연결형 자료가 제시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렇게 연
결형 자료가 제시된 6지 선다형 형태는 띠는 것은 모든 자료의 선지들이 동일한 비
율로 답지에 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점은 5지 선다형을 유지하
면서 보기의 선지들로 합답형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수능 문항에 시사하는 바가 있
다. 이 문항 또한 앞의 [사례 20]과 유사하게 자료의 ‘경기’에 밑줄을 긋고 자료의
내용에 나타나지 않은 경기 순환 유형과 원인의 올바른 조합을 찾도록 하는 지식
확인형이다. 그러나 [사례 20]보다는 좀 더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지식을 묻고 있어
서, 교과서 기초 지식에서 조금 심화된 지식을 확인하는 형태의 문항이다.
정치 경제의 일부 문항은 교과서 기초 지식이나 심화된 지식뿐만 아니라, 시사적
지식, 사고력 등을 측정하고 있었다.
[사례 22] 시사적인 소재와 지식을 다룬 문항(2009년 정치 경제 제2문 문2)

제2문 다음 문장을 읽고, 아래의 물음 1～7에 답하시오.(배점 19)
일본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의 인격을 발전시키고,
또한 다양한 의견의 표명을 통해 ⓑ민주 정치를 기능시키려는 중요한 인권이다.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형태는 오늘날 정보 기술의 진전과 함께 한층 다양화되었다.
특히 ⓒ인터넷의 등장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무수한 정보를 순식간에 나아가 전 지구적으로 발
신한다든지 수신한다든지 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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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 밑줄 친 ⓒ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다음의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시오.
①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의 격차가 나타난 사회를
말한다.
② 전자 정부 구상(e-Japan 구상)은 IT(정보 기술)을 이용하는 것에 의해 외국 정부와의 절충의
신속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등장했다.
③ 기업 거버넌스란 기업 내의 컴퓨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부정 접속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어
있다.
④ 전자 상거래(e 커머스)에는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개인이 업자로부터 상품
을 구입하는 것도 포함된다.

[사례 22]는 시사적인 지식과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자료의 ‘인터넷의 등장’
에 밑줄을 긋고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현상 등
에 대해 학생들의 시사적인 지식과 추론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 현상과의
관련성이 높은 정치 경제 과목의 특성상 교과서 이외의 시사적인 지식도 주요한 평
가 내용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례 23] 사고력을 측정하는 자료 해석형 문항(2009년 정치 경제 제1문 문1)

문 1 밑줄 친 ⓐ와 관련하여, 다음 그림은 2005년 일본, 독일, 한국, 브라질, 멕시코에 있어 일인
당 GNI(국민 총소득)와 유아 사망률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의 A～C에 해당하는 나라 이
름을 조합한 것으로서 옳은 것을 다음 ①～⑥ 중에서 하나 고르시오.
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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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인도
B-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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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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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인도
C-브라질
④ A-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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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A-브라질 B-인도
C-한국
⑥ A-브라질 B-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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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3]은 교과서 기초 지식을 토대로 자료를 활용하여 사고력을 측정하는 자료
해석형 문항이다. 이 문항은 ‘남북 문제’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각국의 일인당 국민소
득과 유아사망률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한 후, 학생들로 하여금 해당되는
국가가 어느 곳인지 찾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국의 일인당 국민 소득과 유아
사망률에 대한 학생들의 기초 지식과 함께 제시된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다. 수능에 주는 시사점

센터시험 지리역사과와 공민과 문제의 구성과 특징 및 문항 분석을 한 결과를 바
탕으로 공통적인 특징과 과목별 특징을 정리해 본다.
첫째, 센터시험 문제지의 문항 구조는 크게 대주제와 하위 주제를 설정하여 하나
의 제시문을 통한 대문과 여러 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는 점이 매우 큰 특징이
다. 이는 지리역사과 6과목과 공민과 3과목 모두에 적용된 문항 구성이었다. 수능이
독립적인 개별 문항으로 구성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주제 중심으로 구성된 일본
학습지도요령에 기반한 특징으로 판단된다. 제시문의 내용이 맥락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특정 부분을 한정하여 묻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하나의 대문(제시문)을 통하여 여러 문항을 묻고 있으므로 그 대문과 관련이
없는 하위 문항을 구성하기 쉽지 않아 출제의 주제(소재)들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고 하겠다.
둘째, 과목별 문항 수와 배점이 일정하지 않았다. 과목별 시험 시간은 60분이고
총점은 100점이다. 문항 수에 차이가 있어 2, 3점 배점의 문항 수가 일정하지 않으
며 3, 4점으로 배점한 과목도 있었다. 과목별로 30문항 이상을 출제하면서도 과목
간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행연도별로도 차이가 있다. 이로써 출제에 상당한
융통성이 부여된다. 이는 수능이 20문항으로 문항 수가 통일되고 2점짜리 10문항, 3
점짜리 10문항으로 일정하게 구성된 것과는 다른 점이다.
셋째,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은 고차 사고력보다는 지식 및 개념 측정 또는 저차원
적 사고력을 주로 측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센터시험의 성격이 고등학교 학업 성
취도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말해 주며, 이러한 성격에 맞춰 적절한 수준
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09년에 시행된 문
항 전체를 검토한 결과 수험자의 탐구력 측정을 목표로 하는 수능과 달리 사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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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이 주를 이루었다. 역사 영역에서 사실에 해당하
는 개념어 선택, 윤리 과목에서 사상가나 사상가의 핵심 개념으로 간단하게 구성한
문항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식 이해를 측정하면서도 내용을 통합적으로 다루거
나 다양한 관점에서 측정하려는 시도가 엿보였다. 가령 지리 분야에서 계통지리와
지역지리 내용을 적절히 결합하거나, 현대사회와 정치, 경제 분야에서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을 소재로 하는 문항이 있었다. 극히 일부지만 현대사회와 정치
경제 과목에서 시사적 소재가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윤리에
서는 일본 고유 사상과 관련한 대문이 1문항 출제된 점도 특이하였다.
넷째, 문항 형식이 정형화되어 있다. 문항의 상당수가 정형화된 형식에 내용을 교
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점은 안정적인 출제에 기여하지만 참신한 면은 부족
하였다. 특히 답지 구성면에서는 4지 선다형이 주를 이루지만 6지 선다형도 활용하
고 있고 드물지만 현대사회 과목은 8지 선다형도 출제되었다. 다양한 답지 구성 방
식은 답지 수가 일정하지 않아 시행상의 불편은 있더라도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다섯째, 주제를 다루는 자료 활용면에서 출제 의도에 적합한 문장을 가공하여 제
시한 점이 특징이다. 이 경우 지문 제시가 원활해지는 장점이 있다. 수능은 사고력
측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탐구 요소가 담겨있고 원전에 충실한 지문이 필수적이
다. 이를 문항에 적합하도록 가공하는 범위와 한계는 비교적 엄격하다고 볼 수 있
다. 반면에 센터시험의 경우는 하나의 주제를 다룰 때 심도있게 다루기보다는 개괄
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지리 과목군의 경우 수능보다 다
루는 지역이 다양하고 세세한 지식까지 다루고 있으며, 일본과 세계 지리를 함께 취
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교육과정의 차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센터시험과 수능 간에는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많이 발견된다. 수
능에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앞에서 서술한 특징과 결부하여 정리해 본다.
첫째, 대문(大問)과 여러 개의 하위 문항인 소문(小問)으로 구성되는 구조는 수능
과 전혀 다른 구성 방식이기 때문에 수능의 문항 구조를 바꾸기 전에는 시사점이
적다. 다만, 2개 문항을 묶어서 구성하는 세트형 문항 개발에 참고할 만하다.
둘째, 문항 수와 배점의 다양한 구성은 현재로서는 적용할 수 없으나 장기적 관점
에서 고려할 만하다. 덧붙여 문제지 크기를 센터시험처럼 4×6배판이나 A4 크기로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센터시험은 고차 사고력보다는 지식 측정 또는 저차원적 사고력을 주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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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는데, 이 점을 수능에서 점진적으로 고려해 볼만하다. 수능도 행동영역에
서 개념 원리의 이해가 추가되면서 개념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이 가능해졌지만, 보
다 중요한 내용에 대해 정답시비 없이 출제를 용이하게 하려면 개념 원리를 주로
측정하는 센터시험 문항의 출제 경향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개념 지식을 주로 측정
하는 방식은 출제의 안정화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관련하여 시사점이 있
으므로 장기적으로 수능의 목적을 검토하는 가운데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형화된 문항 형식은 출제의 안정성 확보에 매우 유용하다. 수능에서도 안
정적인 형식에 내용을 교체하는 방식을 일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답지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표현하는 선택지의 다양화는 인상적이다. 선택지의 다양화는 현재로서
는 적용하기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료는 원전에 기반하여야 하겠지만, 그것의 변형 정도를 다소 유연하게
하는 점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역사나 지리 과목군에 적용할 만하다. 다
만, 원전에 기반하지 않거나 원전이 훼손될 경우 정답 및 문항 이의제기에 대응할
근거가 미약해 질 수 있다. 하지만 일반사회 과목군의 경우 수능에서 이미 원전을
그대로 싣기 보다는 원전에 상당한 변형을 가하여 출제하고 있다. 과목의 특성상 추
상적 원리에 대한 논리를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고, 원전을 그대로 인용할 경우 파
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원자료의 변형 여부는 과목의 특성이 고려되
어야 할 문제이다.
다음과 같은 한계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사회과(윤리 포함) 교육의 실제와 내용이 차이가 있음을 전
제해야 한다. 출제의 범위와 수준은 고등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
으나, 한국과 일본의 교육과정에서 과목 편제 및 내용 조직상의 차이가 있다. 또한
수능이 대학입학 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데 비해서, 센터시험은 비중이
낮은 편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문항 형태, 풀이 시간, 난이도, 점수 체계 등이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는 수
능의 출제 체제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시사 받는 바가 많지 않다. 특히 지문을 분석
하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 정답을 찾아야 하는 수능과 지문의 일부를 파악하고 진술
의 정오를 판별하며, 빈칸 조합이나 순서 배열 문제도 무리 없이 출제하는 센터시험
문항은 현행 수능에서 시사 받을 점이 적다.
셋째, 문항이 안정적이지만, 참신하지는 않고 다루는 지식이 다소 지엽적인 부분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 문항 분석

146

이 있다. 또한 탐구형 문항에 대한 고민과 개발이 부족한 편이다. 대부분의 문항이
지식 확인에 초점을 두어 학생들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극히 일부라는 점과
너무 정형화된 문항 형식은 새로운 유형과 소재의 문항 개발에 장애가 될 수도 있
을 것으로 보인다.
5

과학탐구 영역

가. 시험 구성 및 특징

(1) 시험 과목 및 응시 과목의 선택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의 편성 및 대학입학 시험 과목을
비교하면 <표 Ⅱ-5-1>과 같다.
구분

<표 Ⅱ-5-1> 수능과 센터시험의 과학과 대학입학시험 과목

수능
센터시험
물리Ⅰ, 물리Ⅱ
출제
화학Ⅰ, 화학Ⅱ
이과 종합B, 이과 종합A,
대학 과목
생물Ⅰ, 생물Ⅱ
생물Ⅰ
화학Ⅰ
입학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
시험 응시 최대 4과목(단, Ⅱ과목은
1과목
1과목
과목 수
최대 2과목 선택)
최대 3과목

물리Ⅰ,
지학Ⅰ
1과목

우리나라의 경우 10학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적용되어 모든 학생들이 과학
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후 선택중심교육과정에 따라 2년 동안 생활과 과학,
물리Ⅰ, 화학Ⅰ, 생물Ⅰ, 지구과학Ⅰ,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의 9과목을
학교, 개인 등의 선택에 따라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수능 시험에서 출제 과목은 생
활과 과학을 제외한 나머지 8과목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학년에 따른 구분 없이 이과기초, 이과 종합A, 이과 종합B,
Ⅱ. 수능 영역별 센터시험 관련 과목 문항 분석

147

물리Ⅰ, 물리Ⅱ, 화학Ⅰ, 화학Ⅱ, 생물Ⅰ, 생물Ⅱ, 지학Ⅰ, 지학Ⅱ 등 11과목 중 최소
2과목 이상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이과 기초, 이과 종합A, 이과 종합B 등
3과목 중 1과목 이상을 필수로 이수하게 되어 있다(김주훈 외, 2001). 센터시험에서
는 이과 종합A, 이과 종합B, 물리Ⅰ, 화학Ⅰ, 생물Ⅰ, 지학Ⅰ 등 6개 과목만이 출제
된다.
과목을 선택할 때, 수능의 경우는 8과목 중 4과목까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
나, 센터시험의 경우는 2과목씩을 묶어 그중 1과목을 선택하여 최대 3과목까지 선택
할 수 있게 되어있다.
(2) 과목별 응시자 수
수능과 센터시험에서 과학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 현황을 비교하면 <표 Ⅱ-5-2>
와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모두 559,475명이며,
이중 33.3%가 과학탐구 영역 중 1과목 이상을 응시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는 2009년
센터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507,621명 중 69.0%가 이과 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응시
하였다.

<표 Ⅱ-5-2> 수능과 센터시험의 과학과목 선택 응시자 수 비교

과학 선택 현황

과학 과목
전체 응시자 수

수능
응시자 수(명)
186,423
559,475

비율(%)
33.3
100

센터시험
응시자 수(명)
비율(%)
350,182
69.0
507,621
100

수능과 센터시험 과학 과목의 선택과목 수에 따른 응시자 수를 비교해 보면 <표
Ⅱ-5-3>과 같다. 수능의 경우, 과학탐구 영역을 선택한 수험생의 99% 이상의 학생
들이 3과목 이상을 응시하였다. 반면 센터시험의 경우는 이과 과목 중 1과목만 응시
한 비율이 37.9%이고, 2과목을 응시한 비율은 54.7%이며, 3과목을 응시한 비율은
7.5%이다. 즉 수능의 경우는 과학탐구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평균 3.9과목을 선택하
는 반면, 센터시험의 경우는 1.7과목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수능과 비교하였을 때 센터시험의 경우, 전체 수험생 중 과학을 응시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선택 과목 수는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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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는 수능의 경우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등 3개의 영역 중 1영
역만 선택하여 응시하도록 되어 있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의 약학 계열 등 이과
계열의 학생들이 주로 과학탐구 영역을 응시하는 반면, 센터시험의 경우는 문과 계
열의 학생들도 이과 과목을 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학의 선발 방법과 연
계된 것으로 동경대학의 경우 문과계열에서도 센터시험의 이과 과목인 물리Ⅰ, 화학
Ⅰ, 생물Ⅰ, 지학Ⅰ 중 1과목의 성적을 요구하고 있다(東京大学, 2008).
<표 Ⅱ-5-3> 수능과 센터시험의 과학과 선택과목 수에 따른 응시자 수 비교
선택과목 수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계

수능
응시자 수(명)
48
1,527
12,996
171,852
186,423

비율(%)
0.0
0.8
7.0
92.2
100

센터시험
응시자 수(명)
비율(%)
132,621
37.9
191.440
54.7
26,121
7.5
350,182

100

수능과 센터시험의 2009년 과학과 선택과목별 응시자 수 및 응시자 비율을 나타
내면 <표 Ⅱ-5-4>와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학년도 수능에서 과학탐구 응시자
중 90%에 가까운 수험생이 각각 생물Ⅰ과 화학Ⅰ을 선택하였으며, 60% 정도가 지
구과학Ⅰ과 물리Ⅰ을 선택하였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화학Ⅰ을 선택한 수험생이 가
장 많아 이과 과목 응시자 중 57.3%가 선택하였으며, 생물Ⅰ이 50.0%, 물리Ⅰ이
41.0% 순으로 높았으며, 지학Ⅰ, 이과 종합A, 이과 종합B를 선택한 비율은 모두
10% 미만으로 낮았다. 문과 계열의 학생들이 주로 생물Ⅰ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예를 들어, 동경대학의 경우 이과 계열뿐만 아니라 문과 계열에서도 물리
Ⅰ, 화학Ⅰ, 생물Ⅰ, 지학Ⅰ 등 4과목 중 선택한 과목의 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러한 대학의 입시 방법과 관련되어 이과 종합A와 이과 종합B의 선택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수능의 경우 지구과학Ⅰ의 선택 비율이 62.6%로 물리
Ⅰ보다 높은 반면, 센터시험의 경우는 지학Ⅰ의 선택 비율이 7.4%로 매우 낮다. 동
경대학 입시에서는 물리Ⅰ과 지학Ⅰ에 대한 차별이 없으나, 물리Ⅰ을 선택하는 수험
생이 지학Ⅰ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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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4> 수능과 센터시험의 과학과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교
수능

응시비율(%)
응시자
수
전체
과목명 (729,498명) 과학탐구
응시자 응시자
(186,423명) (559,475명)
물리Ⅰ 109,333 58.6
19.5
화학Ⅰ 165,367 88.7
29.6
생물Ⅰ 167,305 89.7
29.9
지구과학Ⅰ 116,624 62.6
20.8
물리Ⅱ 19,071
10.2
3.4
화학Ⅱ 58,471
31.4
10.5
생물Ⅱ 76,602
41.1
13.7
지구과학Ⅱ 16,725
9.0
3.0

센터시험

응시비율(%)
응시자
수
이과
전체
과목명 (593,864명) 응시자
응시자
(350,182명) (507,621명)
물리Ⅰ 143,705 41.0
28.3
화학Ⅰ 200,505 57.3
39.5
생물Ⅰ 176,108 50.3
34.7
지학Ⅰ 25,931
7.4
5.1
이과 30,435
8.7
6.0
종합A
이과
4.9
3.4
종합B 17,180

(3) 검사지 구성
수능과 센터시험의 2009년 과학과 검사지 구성은 <표 Ⅱ-5-5>와 같다. 센터시험
에서는 큰 문항인 대문(大問) 속에 작은 문항들인 소문(小問)이 각각 몇 개씩 포함
되어있다. 센터시험 검사지는 과목별로 문항 수와 문항별 배점이 고정되지 않으며
총점은 100점이다. 수능 과학탐구 영역은 과목별로 20문항씩 2, 3점 차등 배점하여
원점수 50점 만점으로 검사지가 구성되며 통계 처리된 채점 결과는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 세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또한 문항당 답지수도 수능의 경우 모든 문항이
객관식 5지 선다형이지만, 센터시험의 경우는 문항별로 4개부터 10개까지 다양한 답
지수를 갖는다.
시험
수능
센터시험

<표 Ⅱ-5-5> 수능과 센터시험의 과학과 검사지 구성 비교
문항 수 문항 당 배점
20문항
2～3점
24～30문항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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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지 수
5개
4～10개

만점
50점
100점

시험시간
30분
60분

과목
이과 종합A
이과 종합B
물리Ⅰ
화학Ⅰ
생물Ⅰ
지학Ⅰ

<표 Ⅱ-5-6> 센터시험 이과 과목별 문항 구성

대문(大問)
5
5
4
4
5
5

문항 수
26
27
24
28
28
30

세트 수
5
6
7
4
9
14

세트 당 문항 수
5～6
2～7
2～3
2
2～7
2～4

문항 당 배점
2, 4
3～4
4, 5
3, 4
2～5
3, 4

2009년 센터시험 이과의 과목별 문항 구성은 <표 Ⅱ-5-6>과 같다. 수능의 경우
세트형 문항이 거의 출제되지 않으며, 과목당 많아야 1～2 세트 출제되고 세트 당
문항 수도 2개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과목별로 매우 다양하다. 생물
Ⅰ, 지학Ⅰ, 이과 종합A와 같이 전체 검사지가 개별 문항이 없이 5～14개의 세트
문항으로만 구성된 과목이 있으며, 물리Ⅰ의 경우는 제1문의 경우는 6개의 개별 문
항으로 출제하고 나머지 문항은 7개의 세트 문항으로 출제되었으며, 화학Ⅰ의 경우
는 전체 28개 문항 중 20문항이 개별 문항으로 출제되었으며, 나머지 8개 문항이 4
개의 세트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생물 Ⅰ의 28문항은 모두 9개의 세트 문항으로 출
제되었으며, 지학Ⅰ의 경우 개별 문항은 없고, 9개의 세트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30
문항이 출제되었다.
(4) 점수 분포
수능의 경우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원점수는 공개하지 않으
나, 난이도 조정 시 과목 당 정답률을 보통 60% 정도에 맞추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출제과정에서 선택과목 간의 유 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난이도 조정에 노력을 기
울이고, 채점 결과 후에는 어떠한 조정도 하지 않는다. 일본도 선택과목에 따른 점
수의 유 불리를 조절하기 위해 채점 결과가 선택과목 간의 원점수 평균이 20점 이
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만 점수 조정과정을 거쳐서 조절한다. 2009년 센터시험의
이과 과목별 평균, 표준편차 등을 <표 Ⅱ-5-7>에 나타내었다. 2009년 시험의 이과
과목의 과목별 평균 점수는 지학Ⅰ이 51.9로 가장 낮고, 화학Ⅰ이 69.5로 가장 높아,
과목별 평균점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17.7점이나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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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이과 종합A
이과 종합B
물리Ⅰ
화학Ⅰ
생물Ⅰ
지학Ⅰ

<표 Ⅱ-5-7> 센터시험 이과 과목 채점결과

수험생 수26)
30,427
17,175
143,646
200,411
176,043
25,921

평균점
56.6
58.4
63.6
69.5
55.9
51.9

최고점
100
100
100
100
100
100

최저점
0
0
0
0
0
0

표준편차
14.4
14.5
21.4
22.2
18.7
19.7

나. 문항 분석

각 과목별로 우리나라의 수능 출제에 경험이 있는 3명의 교사와 1～2명의 평가원
연구원들의 협의를 통해 센터시험의 문항을 분석하였다. 센터시험의 문항 분석은 교
육과정 내용요소, 행동요소, 예상정답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교육과
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문항 출제나 검토에 경험이 있는 교사를 문항 분석을 위한
전문가로 위촉하였다.
센터시험의 문항 분석 항목의 내용은 <표 Ⅱ-5-8>과 같으며, 문항 분석에 사용된
분석틀은 <표 Ⅱ-5-9>와 같다.
분석에 참여한 교사들은 센터시험의 문항을 제공 받은 후 문항의 정답을 찾고 우
리나라 수험생이 같은 문항으로 시험을 치렀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예상정답률을 각
자 추정하였다. 그리고 센터시험 문항의 내용요소와 행동요소, 문항 내용과 우리나
라의 제7차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문항 오류나 문항 형태 등 특
이 사항도 분석하였다.
3인의 교사가 각자 문항을 분석한 후 전문가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전문가 협의회
에서 교사들은 내용요소와 행동요소,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목 등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논의하였다. 문항별 예상정답률은 각 교사들의 추정치를 평균하여 구
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센터시험 문항이 소속된 과목명과 대문 번호, 대문에 포함된
문항의 번호를 기입하였으며, 아울러 정답도 기입하였다.
26) <표 Ⅱ-5-7>의 수험생 수는 전체 수험생 수가 아닌 본시험 수험생이므로 <표 Ⅱ-5-2>의 수험생
수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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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우리나라
해당과목명
교육과정
내용 요소
행동영역
요소
예상정답률
특이 사항

<표 Ⅱ-5-8> 센터시험 이과 문항의 분석 항목 및 내용

내 용
10학년, 과학Ⅰ, 과학Ⅱ 등 우리나라 교육과정 수준에 해당하는 과목명
분석. 단, 제7차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으로 우리나라 대학교 수준일 경
우에는 ‘교육과정 외’로 분석.
우리나라 제7차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중단원명 분석. 단, 대학교 수준일
경우에는 대학 과정의 개념 요소로 분석
센터시험의 문항이 우리나라 수능에서 행동영역의 하위 요소인 ‘이해’,
‘적용’, ‘문제인식 및 가설설정’, ‘탐구설계 및 수행’, ‘자료분석 및 해석’,
‘결론도출 및 평가’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분석
수능과 비교하여 예상정답률을 1% 단위로 추정
문항오류나 정답 오류 가능성 분석, 교육과정 위배 여부 분석, 다지선다
등 우리의 수능과 비교하여 특이한 문항 형태 등이 있는지 분석

<표 Ⅱ-5-9> 센터시험 이과 문항의 분석틀

문항
한국 제7차 교육과정
과목명 대문
번호 번호 정답 과목명
내용 요소

행동영역

예상
정답률 특이 사항

(1) 이과 종합A

(가) 분석 결과

2009학년도 센터시험 이과 종합A 과목은 <표 Ⅱ-5-10>과 같이 모두 5개의 큰
문항인 대문(大問)으로 구성되었다.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이과 종합A 내용은 자연탐
구, 자원 에너지와 인간생활, 물질과 인간생활, 과학기술의 진보와 인간생활로 총 4
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리 분야에 해당하는 문항은 모두 13문항으로 주
로 열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 등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화학 분야의 경우 우
리나라 교육과정의 중단원 수준에서 살펴보면, 화학 Ⅰ에서 ‘물과 우리 생활’에서 1
문항, ‘금속과 그 이용’에서 6문항, ‘생활 속의 화합물’에서 1문항, 화학 Ⅱ에서 ‘기체,
액체, 고체’에서 2문항, ‘산화 환원 반응’에서 2문항이 출제되었다. 또한 생물 내용인
‘효소의 특성’에 대해 1문항이 출제되었다. 대문 제1번은 전동어시스트 자전거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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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하여 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다룬 물리 화학 분야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대문 제2번은 생활 속에서 수돗물과 에너지를 소재로 한 화학 분야로 5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대문 제3번은 2종류의 금속을 재료로 한 실험을 소재로 열에너
지의 이동과 금속의 반응에 관한 내용을 다룬 물리 화학 분야 5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대문 제4번은 구리, 철, 알루미늄 금속을 소재로 구성한 화학 분야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문 제5번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자유낙하에 대한 물리 분
야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문(大問)
번호
1
2
3
4
5

<표 Ⅱ-5-10> 센터시험 이과 종합A의 대문(大問) 구성
내용 영역
물리 화학 분야
화학 분야
물리 화학 분야
화학 분야
물리 분야

문항 수
(총 26문항)
6
5
5
5
5

주제
에너지에 관한 내용
생활 속의 에너지
열에너지의 이동과 금속의 반응
구리, 철, 알루미늄 금속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자유낙하

우리나라의 10학년 과학, 과학Ⅰ, 과학Ⅱ와 비교하여 일본 이과 종합A의 문항의
내용 수준을 분석하여 <표 Ⅱ-5-11>에 나타냈다. 10학년 과학에서 2문항(7.7%)이
출제되었으며, 과학Ⅰ 수준의 내용이 15문항(57.7%), 과학Ⅱ 수준의 내용이 8문항
(30.8%) 출제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생물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서 1문항(3.8%)이 출제되었다.
<표 Ⅱ-5-11> 센터시험 이과 종합A 문항의 내용 수준
문항 수
비율(%)

과학
2
7.7

과학Ⅰ
15
57.7

과학Ⅱ
8
30.8

교육과정 외
1
3.8

합계
26
100

행동영역 요소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Ⅱ-5-12>와 같다. 문제인식 및 가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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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해당하는 문항은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으며, 탐구 설계 및 수행에 해당하는
문항이 1문항, 자료 분석 및 해석에 해당하는 문항이 5문항, 결론도출 및 평가에 해
당하는 문항이 6문항 출제되었다. 반면 이해와 적용에 해당하는 문항이 각각 11문항
과 3문항이 출제되어 전체의 53.8%를 차지하였다. 수능의 경우 이해와 적용에 해당
하는 문항을 40% 이하로 출제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탐구 기능을 묻는
문항보다는 개념 확인을 위한 문항이 많이 출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Ⅱ-5-12> 센터시험 이과 종합A 문항의 행동영역 요소
문항 수
비율

이해

적용

11
42.3

3
11.5

문제인식 탐구설계 자료분석 결론도출
및
가설설정 및 수행 및 해석 및 평가
0
1
5
6
0
3.8
19.2
23.1

합계
26
100

센터시험 이과 종합A 문항의 예상정답률 분포는 <표 Ⅱ-5-13>과 같다. 수능에서
는 문항별 예상 정답률 분포를 20～39%, 40～59%, 60～79%, 80～100%에 해당하는
문항을 각각 3문항(15%), 7문항(35%), 7문항(35%), 3문항(15%)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 정답률 분포는 예상보다 더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센
터시험 문항은 20～39%, 40～59%, 60～79%, 80～100%에 해당하는 문항이 각각 1문
항(3.8%), 4문항(15.4%), 13문항(50.0%), 8문항(30.8%)씩 출제되어 전체적으로 수능
에 비해 쉬운 경향을 보였다.
<표 Ⅱ-5-13> 센터시험 이과 종합A 문항의 예상정답률 분포
문항 수
비율

0～19
0
0

20～39
1
3.8

40～59
4
15.4

60～79
13
50.0

80～100
8
30.8

합계
2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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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항 사례

○ 실험 문항

2종류의 금속 A와 B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 실험 1-3을 행하였다. 이 실험들에 관한
다음 질문(문1～5)에 답하시오. 단, 단열용기의 안과 밖에서는 열의 이동이 없고, 단열 용기나 젓개,
실, 온도계의 열용량은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해답 번호 1 ～ 5 ](배점 20)
실험 2. 금속A와 금속B의 작은 조각을 각각 묽은 염산 속에 넣었다. 금속 A에서는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금속B에서는 기체가 발생하여, 금속 조각은 묽은 염산에 녹았다. 발생한 기체를 시험관에
모아, 시험관 입구에 불을 가까이 대었더니, 뻥하는 소리가 나면서 탔다.
제3문

문 4 실험 2에서, 금속 B와 묽은 염산과의 반응에 의해 생긴 기체에 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을 다음의 ①～⑤에서 하나 고르시오. 4
① 물의 전기분해에서 얻어진다.
② 물에 통과시키면 물은 산성이 된다.
③ 공기보다 가볍다.
④ 기체 분자는 2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⑤ 기체 분자는 전자를 2개 가지고 있다.
실험 3. 금속 A의 작은 조각을 공기 중에서 가스 버너로 강하게 가열하였더니, 표면이 검게 변하
였다. 이 검은 색의 금속 조각을 시험관에 넣고, 충분한 양의 탄소 가루를 넣고 가열하였더니, 원
래 금속의 색이 나타난다.

문 5 실험 3에서, 금속 A의 표면에서 일어난 변화의 설명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다음의 ①～

④에서 하나 고르시오. 5
① 금속 A가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생긴 물질이 탄소 가루에 의해 환원되었다.
② 금속 A가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생긴 물질이 탄소 가루와 반응하여 융해되었다.
③ 금속 A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생긴 물질이 탄소 가루에 의해 산화되었다.
④ 금속 A가 공기 중의 수분과 반응하여 생긴 물질이 탄소 가루에 의해 산화되었다.

센터시험에서도 화학은 실험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학문이라는 점을 고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근거하여 실험 및 탐구활동에
관련된 문제를 반드시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
지는 실험을 소재로 한 문제를 출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험 문항을 출제할
때 실제로 실험해 본 것을 출제하도록 하고 있다. 위 문항은 실험 방법이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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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고려하는 문제로서 2009년 센터시험에는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많고 대
체로 자연에 대한 시각이나 사고력을 알아보는 문제가 많아서 좋았다는 일본 교사
들의 평가가 보고되었다. 수능에서는 실험 문항이 50% 이상 출제되었으며, 고차원
적인 실험 문항도 상당히 많이 출제되었다.
○ 실생활과 관련된 문항
제1문

다음 대화문을 읽고, 다음 질문(문1～5)에 답하시오. [해답 번호 1 ～ 6 ](배점 20)

리카 : 우리 학교는 언덕 위에 있어서 자전거로 통학하기 힘들어.
타카시 : 내가 집에서 학교에 올 때까지, (a)중력에 의한 자신의 위치 에너지 증가분만으로도 30kJ
의 일이 필요할 거야.
선생님 : 잘 계산했다. (b)바퀴 회전에 의한 충전식 라이트 자전거로 라이트를 켜면, 밟는 것이 무
거워져 더 피곤해지지.
타카시 : 예. 그러고 보니까 리카는 새 자전거를 샀네.
리카 : 전동 보조 자전거를 샀어요. 보조 기능을 ON으로 하면, 페달을 밟을 때 모터가 움직여 밟
는 힘을 도와주는 힘, 즉 보조하는 힘이 가해져. (c)언덕이라도 참 편해요. 설명서에 의하면
이 전동 보조 자전거에는 (d) 리튬 이온 전지가 사용되고 있어, 1회 충전으로 25km 이상도
보조 기능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전동 보조 자전거로 바꾸고 나서, 더 멀리 돌아서 케이크
를 사서 돌아올 수 있어요.
타카시 : 그래. 케이크 1개분의 에너지를 리카의 전동 보조 자전거를 밟아서 소비한다고 생각하면
가 분 정도 달릴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 : 정말 그러네.

문 4 밑줄 친(d)의 리튬 이온 전지에 관한 다음

문장 중의 빈칸 나 다 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을, 다음의 ①～④에서 하나 고르
시오. 5
리튬 이온 전지 전지에서는 유기 용매의 전해질 속
의 리튬 이온이, 양극 사이에 끼운 얇은 절연 시트
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 방전이 일어난다.
그림2는 그 모식도(방전시)이다. 알칼리 금속인 리
튬은, 물과의 반응성이 나 서, 전해액으로 유기 용매를 사용하고 있다. 리튬 원자는 전자를 잃고
다 이 되는 경향이 커서, 리튬 이온 전지의 기전력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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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나
커
커
작아
작아

다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위 문항은 전동 보조 자전거를 소재로 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질문한 물리 화학
분야의 문제이다. 특히 문제에서 제시하는 대화문이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며 그 속에서 과학의 원리를 묻고자 하는 방식은 매우 긍정
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문4는 전동 보조 자전거에서 리튬 이온전지가 사용되고 있는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으로 실생활에서의 과학 원리를 다루고 있다.
○ 통합교과형 문항
문 3 밑줄 친(b)와 관련하여, 목욕이나 세탁에서 이용되는 비누나 세제에 관한 다음 질문(a b)

에 답하시오.
a. 염기성을 나타내는 비눗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다음의 ①～④에서 하나 고르시
오. 3
① 바눗물의 pH는 순수한 물의 pH보다 작다.
② 비눗물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③ 묽은 염산을 비눗물에 가하면, 산과 염기로부터 각각 생성하는 음이온과 양이온으로 이루어진
염이 생성된다.
④ 비눗물 속의 수소 이온의 수는 수산화 이온의 수보다 크다.
b. 세탁에 사용되는 합성 세제에는 효소를 포함하는 것이 있다. 효소에 관련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다음의 ①～⑤에서 하나 고르시오. 4
① 효소는 미생물이다.
② 효소는 한번 반응에 관여하면 분해된다.
③ 효소의 작용은 온도에 좌우되지 않는다.
④ 효소의 작용은 pH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⑤ 효소는 특정 물질에 작용한다.

위 문항은 목욕이나 세탁에서 이용되는 비누나 세제에 관한 실생활과 관련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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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면서 세트 문항이기도 하다. 문3-a에서는 염기성을 띠는 비눗물의 특징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항이며, 문3-b는 효소의 성질에 관한 지식을 묻는 문항이다. 화학 분
야에서 효소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것으로 보아 통합교과적인 문항이다. 화학에서 효
소에 대해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는 교육과정에서 효소는 생물 영역에 포함되고 있어 통합교과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 세트 문항 및 새로운 유형의 출제

금속에 관한 다음 문장을 읽고, 다음 질문(문1～4)에 답하시오. [해답 번호 1 ～
5 ](배점 20)
금속이 단체(單体)로서 처음으로 얻어진 연대는, 어떤 문헌에 의하면 그림1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그림 1의 세로축은 채취한 광석으로부터 금속 단체로 얻기 위한 에너지를 나타내고, 금속과 산
소의 결합 강도와 관련되어 있다. 금은 그림1에서 나타낸 금속 중에서 산소와의 결합이 가장 약하
고, 광석 중에서도 금속 단체의 상태로 존재한다. 광석의 대부분은 산화물이며, 이것을 가 하여
금속 단체를 만든다. (a)알루미늄, 철, 구리의 각 산화물을 비교하면, 구리가 산소와의 결합이 가장
나 하므로, 낮은 반응 온도에서 금속 단체를 만들 수 있어, 이른 시대부터 이용되어 왔다. 구리
는 단체보다 청동(브론즈)으로 불리는 (b)합금으로 사용되면서,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제4문

문 1 빈칸

시오. 1

가 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당하게 짝지어진 다음의 ①～⑥에서 하나 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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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가
산화
산화
중화
중화
환원
환원

나
강
약
강
약
강
약

문 2 철과 알루미늄의 녹슬기 쉬운 정도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그림 2에서 나타내는 철막대

와 알루미늄 막대를 물과 기름에 담가 실온에서 이틀간 방치하였다. 그 결과, 실험 A에서, 철막대
의 물 속에 있는 부분에서 녹이 슨 것을 관찰하였다.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변화가 보이지 않았
다. 실험 B와C에서는 실험 전후에 금속에 명료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 실험 결과에 대하여
다음 문제(a, b)에 답하시오.
a. 실험 A와 실험 B의 결과로부터 명확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가장 적당한 것을 다음의 ①～⑤
에서 하나 고르시오. 2
① 철은 기름에 담구는 것이 물에 담그는 것보
다 녹슬기 쉽다.
② 철은 기름에 담구는 것이 공기 중에 놓는
것보다 녹슬기 쉽다.
③ 철을 공기 중에 놓는 것이 기름에 담그는
것보다 녹슬기 쉽다.
④ 철은 공기 중에 놓는 것이 물에 담그는 것
보다 녹슬기 쉽다.
⑤ 철은 물에 담그는 것이 공기 중에 놓는 것
보다 녹슬기 쉽다.
b. 다음 문장 속의 빈 칸 가 ～ 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당하게 짝지어진 것을 다음의 ①～
④에서 하나 고르시오. 3
가 는 그림 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산소와의 결합이 나 보다 다 하므로, 공기 중에서도 그

금속 표면이 산화되기 쉬워, 산화물의 피막이 생성된다. 실험 A와 실험 C의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은 가 의 표면이 산화물의 피막이 덮였기 때문에, 내부까지 녹스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생
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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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가
철
철
알루미늄
알루미늄

나
알루미늄
알루미늄
철
철

다
약
강
약
강

문 3 밑줄 친(a)에 관하여, 알루미늄을 광석으로부터 얻기 위해서는 철보다 많은 에너지를 필

요로 한다. 그러나 알루미늄은 철보다 녹는점이 낮아서, 재활용에 필요한 에너지는 철보다 작다.
표 1에 나타낸 조건에 있어서, 철 1kg을 재활용할 때, 광석으로부터 계산된 총에너지는 그림 3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알루미늄 1kg을 몇 회 이상 재활용하면, 철을 재활용했을 때보다 에너지
가 적게 소비될까? 가장 적당한 것을, 다음의 ①～⑤에서 하나 고르시오. 4

표1

철
알루미늄

① 34

금속 1kg을 광석으로부터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kWh)
3
20

금속 1kg을 1회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에너지(kWh)
1
0.6

그림 1 철 1kg의 재활용에 필요한 총에너지(재활용 회수
1회의 총에너지는 광석으로부터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② 40
③ 43
④ 50
⑤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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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 밑줄 친(b) 관하여, 금속은 다른 금속과 합금을 만듦으로써 보다 유용한 재료로 만들 수

있다. 표 2에 나타낸 합금과 그 용도에 대하여, 빈칸 가 ～ 라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당하게
짝 지어진 것을 다음의 ①～④에서 하나 고르시오. 5
표2
합금의 종류
용도
부엌 싱크대
가
황동(놋쇠)
나
항공기의 구조재료
다
청동(브론즈)
라
가
나
다
라
① 스테인리스강
동상
두랄루민
금관악기
② 스테인리스강
금관악기
두랄루민
동상
③
두랄루민
동상
스테인리스강
금관악기
④
두랄루민
금관악기
스테인리스강
동상

위 문항은 화학 분야 문제로서 구리, 철, 알루미늄을 소재로 하여 종합적인 이해
도를 평가하고 있다. 문두에 제시된 지문은 금속의 특성이나 쓰임새 등을 과학사적
인 소재를 이용하여 묻고 있어 실생활과 관련성을 높이려는 측면이 엿보인다. 또한
금속 단체를 처음 얻은 시대별로 채취한 광석을 얻기 위한 에너지 자료를 통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과 산소와의 결합력을 파악하는 과학 원리를 묻고 있다. 또
한 철과 알루미늄의 녹슬기 쉬운 정도에 대한 실험 상황을 제시하여 실험 결과로부
터 철이 녹슬기 쉬운 조건을 묻거나 실험 결과로부터 금속의 산소와의 결합력을 비
교하는 것을 묻고 있다. 이와 같이 철과 알루미늄의 재활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비교
하는 사고력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속과 합금이 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소재
를 활용하여 흥미나 관심을 높이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문항은 과학
에 대한 태도나 흥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참신한 문항 구성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화학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한 것도 화학에 대한 학
생의 흥미를 고취시킬 수 있고 화학의 유용성을 깨닫게 하는 좋은 문항으로 생각된
다. 수능에서도 이와 같이 학생들에게 화학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킬 수 있으면서 과
학의 유용성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이 출제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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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지 선다형 문항
문 4 밑줄 친 (c)와 관련지어, 어떤 가정에서 수돗물의 용도별 사용 비율은 그림 1과 같았다.

이 가정에서 하루에 1000L(리터)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세탁에 필요한 물의 절반을 목
욕에 사용한 물로 충당한다면, 30일간 이산화탄소 몇 g의 배출을 억제할 수 있을까? 가장 적당한
값을, 다음의 ①～⑥에서 하나 고르시오. 단, 100L의 수돗물을 사용하면 16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
되는 것으로 한다. 5 g
① 16 ② 32 ③ 160 ④ 480 ⑤ 960 ⑥ 4800

위 문항은 6지 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이전의 센터시험 문항에서는 6
지 선다형 외에 7지, 9지 등 다양한 다지 선다형 문항이 출제되었다. 이와 같이 다
지 선다형 출제가 수험생들이 꼭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듯하나, 실제 일본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출제에 관한 기본 방침 중에 너무 많은 조합에서 정답을 선
택시키는 문항 형식을 가급적 줄이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센터시험 문항에
서는 4지선다형, 5지선다형, 6지선다형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수능의 경우 5지
선다형 문항이 경우에 따라서는 구성할 수 있는 선택지 수가 제한되어 출제에 곤란
을 주는 경우가 있어 다양한 선다형 문항을 출제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나 일본에서도 너무 많은 선택지를 사용하는 문항 출제를 자제시키고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2) 이과 종합B

(가) 분석 결과

일본 교육과정에서 이과 종합B는 생물과 지학 내용이 통합된 과목이다. 이과 종
합B는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고 자연에 대하여 종합적인 견해나 사고
력을 기르는 등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양 과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과 종합B 과목은 ‘자연의 탐구’, ‘생명과 지구의 변화’, ‘다양한 생물과 자연의
구성’, ‘인간 활동과 지구 환경의 변화’의 4개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의 탐
구’ 단원에서는 자연을 보는 방법과 탐구 방법을 다루고 있으며, ‘생명과 지구의 변
화’ 단원은 중단원으로 ‘지구의 변천’, ‘생물의 변천’을 포함하고 있다. ‘다양한 생물
과 자연의 구성’ 단원은 중단원으로 ‘지표의 모양과 대기’, ‘생물과 환경’을 포함하고
있다. 각 대단원의 구성은 <표 Ⅱ-5-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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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자연의 탐구
생명과 지구의 변화
다양한 생물과 자연의
구성

<표 Ⅱ-5-14> 이과 종합B의 내용 구성

내용
자연을 보는 방법, 탐구의 방법
가) 지구의 변천
ㆍ행성으로서의 지구, 지구의 변동
나) 생물의 변천
가) 지표의 모양과 대기
ㆍ다양한 경관, 대기와 물의 순환
나) 생물과 환경(생물의 다양성,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

인간 활동과 지구 환경의 인간 활동과 지구 환경의 변화
변화

2009년 센터시험의 이과 종합B는 <표 Ⅱ-5-15>와 같이 모두 4개의 대문으로 구
성되었다. 대문 제1번은 ‘태양 복사 에너지’와 관련된 자료 분석 능력을 요구하는 6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대문 제2번은 ‘생명과 지구의 변천’에서 ‘지층과 지질시
대’, ‘생물의 변천’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다. 대문 제3번과 제4번은 모두 ‘다양한
생물과 자연의 구성’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그중 제3번은 ‘먹이 연쇄’와 ‘해저 지형’
을 주제로 한 2개의 세트형 문항(A/B)으로, 제4번은 ‘생물과 환경’ 및 ‘지질 시대와
지각 변동’을 소재로 한 2개의 세트형 문항(A/B)으로 구성되었다.
대문(大問)
번호
1
2
3
4

<표 Ⅱ-5-15> 센터시험 이과 종합B의 대문(大問) 구성
내용 영역
자연의 탐구
생명과 지구의
변천
다양한 생물과
자연의 구성
다양한 생물과
자연의 구성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 문항 분석

164

문항 수
(총 27문항)
6
7
A: 4
B: 3
A: 3
B: 4

주제
태양에너지와 복사 평형
지층과 지질시대, 생물의 변천
해저 지형, 지구환경의 변화
먹이연쇄, 생물의 분류, 세포의 구조
생물과 환경
지질시대, 지각변동, 과학에서의 탐구

우리나라의 10학년 과학, 생물Ⅰ, 생물Ⅱ,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와 비교하여 일
본 이과 종합B 문항의 내용 수준을 분석하여 <표 Ⅱ-5-16>에 나타냈다. 전체 문항
중 11.1%에 해당하는 3문항이 10학년 과학에서 출제되었으며, 생물Ⅰ, 생물Ⅱ, 지구
과학Ⅰ, 지구과학Ⅱ, 수준의 내용이 모두 각각 4, 4, 8, 8문항으로 출제되어 과학Ⅰ과
과학Ⅱ에서 12문항씩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또 내용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생물에서
다루는 내용이 8문항, 지구과학에서 다루는 내용이 19문항 출제되었다.
<표 Ⅱ-5-16> 센터시험 이과 종합B 문항의 내용 수준

문항 수
비율

과학
3
11.1

생물Ⅰ 생물Ⅱ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 교육과정 외 합계
4
4
8
8
0
27
14.8 14.8
29.6
29.6
0
100

이과 종합B 문항을 평가 목표의 행동영역에 따라 분석하여 <표 Ⅱ-5-17>에 나
타냈다. 문제인식 및 가설설정에 해당하는 문항은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으며, 탐
구 설계 및 수행에 해당하는 문항과 결론 도출 및 평가 문항이 각각 2문항씩 출제
되었다. 자료 분석 및 해석에 해당하는 문항이 9문항으로 전체의 33.3%가 출제되었
으며, 이해와 적용에 해당하는 문항이 전체 문항의 51.8%를 차지하였다. 수능의 경
우 이해와 적용에 해당하는 문항을 40% 이하로 출제하는 것을 고려할 때 센터시험
이과 종합B의 문항들은 전체적으로 탐구 기능을 묻는 문항보다는 개념 확인을 위
한 문항이 많이 출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Ⅱ-5-17> 센터시험 이과 종합B 문항의 행동영역 요소
문항 수
비율

이해
9
33.3

적용
5
18.5

문제인식 탐구설계 자료분석 결론도출
및
가설설정 및 수행 및 해석 및 평가
0
2
9
2
0
7.4
33.3
7.4

합계
27
100

센터시험의 이과 종합B 문항의 예상정답률 분포는 <표 Ⅱ-5-18>과 같다. 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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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B에 대한 예상정답률 분석 결과는 20～39%, 40～59%, 60～79%, 80～100%에
해당하는 문항 수가 각각 2, 11, 14, 1 문항씩 출제되어 수능보다 정답률이 높은 문
항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5-18> 센터시험 이과 종합B 문항의 예상정답률 분포
문항 수
비율

0～19
0
0.0

20～39
2
7.1

40～59
11
39.3

60～79
14
50.0

80～100
1
3.6

합계
28
100

(나) 문항 사례

○ 보기의 속성을 이용한 다양한 조합의 답지로 구성된 문항
문 1 한 개의 플라스크 속에 세균 원생동물 클로렐라 남조류 선충 윤형동물을 넣고 실험을 실

시하여 그림 1의 결과를 얻었다. 아래 문(a b)에 답하시오.
실험
(1) 무기염류와 유기물을 포함한 배양액을 플라스크에 넣고 살균시켰다.
(2) 배양액에 6종류의 생물을 포함한 물을 넣고 24℃에서 12시간 주기로 명암주기를 반복하는 실
내에서 배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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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1의 결과로부터 플라스크 안에 어떤 먹고 먹히는 관계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되는가? 다
음 문장 A～D에 관해서 정오(正誤)의 조합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다음 ①～⑧ 중에서 하나를 고
르시오. 1
A. 원생동물이 세균을 먹을 수 있다.
B. 클로렐라가 원생동물을 먹을 수 있다.
C. 남조류가 선충을 먹을 수 있다.
D. 윤형동물이 선충을 먹을 수 있다.
A
오
오
오
오
정
정
정
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B
정
정
정
오
오
정
오
오

C
정
정
오
정
정
오
오
오

D
오
정
오
오
정
정
정
오

제시된 자료를 보고 A～D의 진위를 판단하고 8개의 답지에서 모두 옳은 것을 정
답으로 선택하는 문항이다. 자료에 나타난 개체수 변화를 보고 제시된 자료의 진위
를 모두 바르게 판단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문항이 출제되었다.
○ 9지 선다 문항
문 3 다음 문장 중의 빈 칸

a

～

d

에 들어갈 단어의 조합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다

음 ①～⑨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오. 5
진핵생물은 단세포생물도 다세포 생물도 세포의 기본적인 구조가 비슷하다. 동물의 경우 바깥쪽
은 a 에 둘러싸여 있고 보통 1개의 핵을 갖는다. 생물이 b 를 사용하여 유기물을 분해하
는 반응인 c 는 세포 중에 d 라고 하는 미세한 구조물에 의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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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a
세포벽
세포막
세포벽
세포막
세포벽
세포막
세포벽
세포막
세포벽

b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c
광합성
호기호흡
광합성
호기호흡
광합성
호기호흡
광합성
호기호흡
광합성

d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진핵 세포의 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묻는 문항이다. 진핵 세포의 특성에 관
한 제시문에서 빈 칸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을 9개의 답지 중에서 선택하는 문항
이다. 우리나라 수능의 경우 5개의 답지 중에서 정답을 1개 고르게 되어 있는 점에
비해 다양한 수의 답지가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사용된 답지의 수는 문항에 따라 5
개, 6개, 8개, 9개 등 다양하다.
○ 실생활 소재를 활용한 세트 문항
제1문 문 4

게이코는 태양광선을 바나나에 쬐었을 때 껍질의 변화에 관한 실험을 인터넷으로 보고 이를 직접
해보았다. 실험 방법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래 물음(a, b)에 답하시오.
실험 방법
(1) 껍질이 손상되지 않은 바나나를 2개 준비하여 그림 4와 같이 일부를 알루미늄 호일과 적색 셀
로판지로 덮는다.

그림 4 실험용 바나나
(2) C 바나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 광선에 노출시켰다. 이때 바나나가 고온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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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주의한다. D 바나나는 대조실험으로 태양광선이 없는 어두운 실내에 둔다. 그 후 C 바
나나도 D 바나나와 마찬가지로 어두운 곳에 둔다.
(3) 3일후, 2개의 바나나를 어두운 곳에서 꺼내어 껍질의 변화를 관찰한다.
실험 결과
(1) C 바나나의 껍질은 알루미늄 호일과 적색 셀로판지로 덮이지 않았던 부분은 갈색이 되었다. 또
한, 알루미늄 호일과 적색 셀로판지로 덮였던 부분은 껍질의 색깔 차이가 없었다.
(2) D 바나나의 껍질색은 모두 차이가 없었다. 게다가, D 바나나의 껍질 색은, C 바나나의 알루미
늄 호일과 적색 셀로판지를 덮었던 부분과도 차이가 없었다.

그림 5 실험 결과
게이코가 대조실험에서 확인하려했던 사항으로써 가장 적당한 것과 실험결과 (1)과 (2)의 고찰로써
가장 적당한 것과의 조합을 그림 2와 그림 3을 참고하여 다음의 ①～⑨ 중 하나를 선택하시오.
5

대조 실험
d. 3일된 바나나 껍질의 상태
e. 알루미늄 호일과 적색 셀로판지로 덮인 것이 바나나의 껍질에 미친 영향
f. 태양광선이 알루미늄 호일과 적색 셀로판지에 미친 영향
고찰
g. 적외선과 적색의 파장영역의 태양 광선은 껍질을 갈색화하지 않는다.
h. 태양광선의 가시광선이 껍질을 갈색화한다.
i. 태양 광선의 자외선 파장영역이 껍질을 갈색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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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대조실험
d
d
d
e
e
e
f
f
f

고찰
g
h
i
g
h
i
g
h
i

게이코는 이 실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게이코가
생각한 가정 중 이 실험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을 다음 ①～⑤ 중에서 1개를 고르오. 6
① 알루미늄 호일은 태양 광선을 투과시키지 않는다.
② 오전 11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 광선의 세기는 변하지 않는다.
③ 바나나의 껍질 세포는 일단 변화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④ 2개의 바나나를 어두운 곳에 두는 조건은 같다.
⑤ 이용한 2개의 바나나껍질의 세포는 동질의 것이다.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과일을 이용한 실험과정과 그 결과를 자료로 제시
한 문항으로 대조군과 실험군, 실험에 필요한 가정이 무엇인지 묻고 있으며, 과학탐
구 과정에 대한 이해와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대조군에 대한 문항에서는 타
당한 대조군과 실험결과 고찰을 조합하여 9개의 답지를 구성하고 있다.
○ 통합 문항의 출제
제4문 제 생물과 그것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관한 다음 문장 (A, B)을 읽고 아래의 문제

(문1～6)에 답하시오. [해답번호 1 ～ 7 ] (배점 25)
A. 생산자인 육지식물과 식물 플랑크톤의 생산량은 여러 가지의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육지식물
의 생산량은 일사량과 온도가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계절에 따른 생산량이 크게 변동한다. 한편, 해
양 중 외양(육지에서 분리된 부분)에서는 식물 플랑크톤의 생산량의 계절 변화는 비교적 적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생산자의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고 장소와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
진다. 그림 1은 북반구(북위 약 20°), 적도 부근(남위 약 10°), 남반구((남위 약 60°)의 어느 지점에
서 측정된 월평균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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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그림 1의 A～C의 결과는 각각 어느 곳에서 측정된 것일까? 육지식물의 생산량의 계절변

화를 고려할 때 가장 적당한 조합을 다음 ①～⑥중에서 하나를 고르시오. 1
①
②
③
④
⑤
⑥

A
북반구
북반구
적도 부근
적도 부근
남반구
남반구

B
적도 부근
남반구
북반구
남반구
북반구
적도 부근

C
남반구
적도 부근
남반구
북반구
적도 부근
북반구

육지식물의 생산량의 계절적 변화를 고려하여 대기 중 CO2 농도 변화가 나타나는
지역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생산량과 그 계절적 변화와 관련된 생물학 개념과 지구
과학의 개념을 함께 다루고 있는 통합문항이다. 이과 종합B가 통합과목임을 고려하
면 생물학과 지구과학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사고력을 평가하는 통합 문항
이 출제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 기본 개념과 응용 및 심화 개념을 동시에 묻는 세트형 문항
문1 지구표면온도는 태양복사와 지구복사의 평형에 따라 결정된다. 철수와 영희는 태양상수에

따라 지면이 어느 정도 따뜻해질까 모델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검은색 도장의 동판에 백열등의
빛을 조사하고, 동판의 온도변화를 조사하여, 그림 1에 나타낸 실험결과를 얻었다. 아래의 물음(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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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에 답하시오.

그림 1 동판의 온도 변화

a 그림 1의 그래프에서, 동판의 온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온(22℃)에서 급격히 상승하고, 잠시
후에 일정 온도(42℃)부근이 되고, 이러한 동판의 온도변화는, 일정 시간 내에 동판이 받아들인
에너지와 잃어버리는 에너지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1의 A 및 B의 시간대에서, 동판이
받아들인 에너지와 잃어버린 에너지의 관계는 다음에 설명한 X∼Z 중에서, 각각 어느 것이 맞는
지, 가장 적합한 조합을 하시오. 아래의 ①∼⑨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1
X. 받아들인 에너지가 잃어버린 에너지보다 아주 크다.
Y. 받아들인 에너지가 잃어버린 에너지보다 아주 작다.
Z. 받아들인 에너지와 읽어버린 에너지는 거의 같다.
A
B
➀
X
X
➁
X
Y
➂
X
Z
➃
Y
X
➄
Y
Y
➅
Y
Z
➆
Z
X
➇
Z
Y
⑨
Z
Z
b 물은 지면에서 증발할 때 열을 흡수해 지면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것을 확인하
기위해 영희와 철수는 분무하여 동판을 축축하게 하였다. 다시 한번 실험을 하기로 했다. 축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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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판의 온도가 안정되어 실내 온도와 같이 되었을 때부터 백열전등의 빛을 비추었다. 물이 완전
히 증발한 후에도 빛을 계속해서 쬐었다. 비추기 시작한 후 동판의 온도는 그림 1의 경우와 비교
해 어떠한 변화를 했는가. 가장 적합한 것을 다음의 ➀ ∼ ➅의 그림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단, 그림에서 실선은 동판이 축축한 경우의 온도 변화이고, 점선은 그림 1의 온도 변화이다.)
2

이 문항은 하나의 문항을 둘로 나누어 처음에는 기본 개념을 묻고 다음에서 응용
및 심화된 개념을 묻는 문항이다. 백열등으로부터 복사에너지를 받은 검은색 동판의
온도 변화로부터 태양복사와 지구복사 사이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평형에 대한 기본
개념을 묻는 형식은 수능에도 흔히 볼 수 있는 문항이다. 하지만 두 번째의 질문에
서는 물에 적신 동판을 이용하여 같은 실험을 반복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학생 스스로 추측하여 답을 구하는 보다 높은 탐구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이다. 동
일한 소재를 사용하여 기본 개념과 응용 및 심화 개념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게 제
작되어 세트형 문항이 가진 장점을 잘 나타내는 문항이다.
(3) 물리Ⅰ
(가) 분석 결과

2009학년도 센터시험 물리Ⅰ 과목은 <표 Ⅱ-5-19>와 같이 모두 4개의 큰 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일본의 물리Ⅰ 교과 내용은 생활과 전기, 파동, 운동과 에너지 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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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3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문 제1번은 각 단원의 기본 개념을 묻는 개
별적인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생활과 전기, 파동에서 각각 2문항, 운동과 에
너지에서 3문항 출제되었다. 대문 제2번～제4번은 각각 생활과 전기, 파동, 운동과
에너지 등 각 대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묻고 있으며, 대문별로 2～3개의 주제에 대
한 세트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문(大問)
번호
1
2
3
4

<표 Ⅱ-5-19> 센터시험 물리Ⅰ의 대문(大問) 구성

문항 수
내용 영역
(총 24문항)
작은 문제 집합
7
생활과 전기
5
파동
5
운동과 에너지
7

주제
각 단원의 기본문제
검전기, 전류와 전하량
정상파와 도플러효과, 회절격자
강체의 평형, 부력, 기체의 상태변화

우리나라의 10학년 과학, 물리Ⅰ, 물리Ⅱ와 비교하여 일본 물리Ⅰ 문항의 내용 수
준을 분석하여 <표 Ⅱ-5-20>에 나타냈다. 10학년 과학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으며,
물리Ⅰ 수준의 내용이 13문항(54.2%) 출제되었고, 열역학 법칙, 정전기 유도, 전하량,
낙하 운동 등 물리Ⅱ 수준의 내용이 6문항(25.0%) 출제되었으며,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취급하지 않는 맥놀이, 회절격자, 토크, 부력 등의 내용에 관한 문항이
5문항(20.8%) 출제되었다.
<표 Ⅱ-5-20> 센터시험 물리Ⅰ 문항의 내용 수준
문항 수
비율(%)

과학
0
0.0

물리Ⅰ
13
54.2

물리Ⅱ
6
25.0

교육과정 외
5
20.8

합계
24
100

행동영역 요소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Ⅱ-5-21>과 같다. 문제인식 및 가설설
정과 탐구 설계 및 수행에 해당하는 문항은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으며, 자료 분
석 및 해석과 결론도출 및 평가에 해당하는 문항이 각각 3문항씩 출제되었다. 반면
이해와 적용에 해당하는 문항이 각각 5문항과 13문항 출제되어 전체의 74.3%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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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였다. 수능의 경우 이해와 적용에 해당하는 문항을 40% 이하로 출제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탐구 기능을 묻는 문항보다는 단순 개념 확인을 위한 문항이
많이 출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Ⅱ-5-21> 센터시험 물리Ⅰ 문항의 행동영역 요소
문항 수
비율

이해

적용

5
20.1

13
54.2

문제인식 탐구설계 자료분석 결론도출
및
가설설정 및 수행 및 해석 및 평가
0
0
3
3
0
0
12.5
12.5

합계
24
100

센터시험의 물리Ⅰ 문항의 예상정답률 분포는 <표 Ⅱ-5-22>와 같다. 전체 예상정
답률의 평균은 56.2%이며, 0～19%, 20～39%, 40～59%, 60～79%, 80～100%에 해당
하는 문항이 각각 1, 3, 9, 9, 2 문항씩 출제되어 전체적으로 수능과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표 Ⅱ-5-22> 센터시험 물리Ⅰ 문항의 예상정답률 분포
문항 수
비율

0～19
1
4.2

20～39
3
12.5

40～59
9
37.5

60～79
9
37.5

80～100
2
8.3

합계
24
100

(나) 문항 사례

○ 중복하여 답지를 고를 수 있는 문항
문1 다음 문장의 공란 1 , 2 에 들어갈 수식으로 올바른 것을 아래 ①～⑤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오. 같은 것을 중복해서 선택해도 좋다.
수평으로 놓인 거친 면 위에 물체를 미끄러지게 하여,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가 초속도 또는 운동
마찰계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하였다. 운동마찰계수가 같은 경우, 초속도가 2배가 되
면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는 1 배가 된다. 한편 초속도가 같은 경우, 운동마찰계수가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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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는
①1
② 

2

배가 된다.
③ 2 ④ 2

⑤4

과 2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도록 되어 있다. 이때 제시된
답지에서 중복하여 고르는 것을 허용한다. 이때 1 과 2 에 들어갈 것을 모
두 옳게 고른 경우에만 5점을 모두 획득하도록 점수가 부여되었다.
1

○ 문장 표현이 애매한 문항
문2 수동발전기는 핸들을 돌려서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전선에 그림 1의 a～c와 같이

접속시켜, 같은 기전력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 같은 속도로 핸들을 돌렸다. 핸들을 돌릴 때의 느낌
이 가벼운 것에서부터 무거운 순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3

①
②
③
④
⑤
⑥

핸들의 느낌
가볍다 → 무겁다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우리나라의 경우 조작적으로 잘 정의된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하는데 비해 발문에
‘핸들을 돌릴 때의 느낌이 가벼운 것’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다. 이러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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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애매함은 다음 문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문4 연못 속에 들어가 깊이  인 곳에서 수면을 올려다보면서 밖을 보았다. 그림 3과 같이 빛

을 통과하지 못하는 원판이 수면 위에 놓인 경우는 밖을 전혀 볼 수 없었다. 그때, 원판의 중심은
물속에 잠긴 사람의 눈 바로 위에 있었다. 이와 같이 밖이 전혀 보이지 않도록 하는 원판반경의
최소값  을 나타내는 식은 어떻게 되는가? 아래 ①～⑥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오. 단, 공기에 대한
물의 굴절률(상대굴절률)을 이라 하고, 수면은 잠잠하여 매우 안정된 것으로 한다. 그리고 원판의
두께와 눈의 크기는 무시해도 좋다.  = 5

그림 136

이 문항과 유사한 내용의 문항이 지난 2010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에서 출제하
려고 하였으나 표현의 애매함 때문에 결국 문항을 완성하지 못했다. 그 당시 논의된
내용은 눈이 1개가 아니라 2개이므로 이 문항에서 제시된 그림과 같지 않다는 것과
눈의 크기를 무시하더라도 흘겨보는 것의 정의가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③ 실생활과 관련된 문항
문5 충전된 휴대전화용 전지는 흘릴 수 있는 전기량이 한정되어 있다. 그림 4는 완전히 충전된

휴대전화용 전지에 임의의 저항을 연결했을 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
다. 이 전지를 휴대전화에 사용할 경우, 통화 시에 흐르는 전류가 100㎃로 일정하다고 하면, 최대
몇 시간 연속통화가 가능할까? 가장 적합한 값을 아래 ①～⑥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오. 단, 한 번
완전충전 후, 이 전지에 흐를 수 있는 전기량은 흐르는 전류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5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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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①2

②7

③ 10

④ 20

⑤ 35

⑥ 57

이 문항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휴대전화용 전지를 소재로 사용하
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내용은 매우 이상적인 조건으로 한정하므로 실제 휴대전화
용 전지와는 차이가 있다. 수능의 경우 이러한 내용은 휴대전화용 전지라는 일상생
활 속에서의 소재가 아닌 매우 이상적인 실험 조건에서 묻는 경향이 있다.
○ 세트 문항의 출제

C. 어떤 기체(이상기체)가 피스톤에서 실린더 내에 갇혀 있다. 그림 3은 이 기체의 압력과 체적 변
화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처음 상태 A에 있던 기체를 상태 B, 상태 C, 상태 D의 순으로 변화시킨
후, 다시 상태 A로 되돌아오게 하였다. 단, 과정 A→B는 단열변화, 과정 B→C는 정압(등압)변화,
과정 C→D는 정적(등적)변화, 과정 D→A는 등온변화이다.

그림 3

문6 상태 A, B, C의 온도를 각각  ,  ,  라 할 때, 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부등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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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식으로 올바른 것을 아래 ①～⑥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오. 6

문7 세 과정 B→C, C→D, D→A에서, 기체가 피스톤에 한 일을  ,  ,  라
B→C

C→D

D →A

하자. 이들 값이 각각 (+)인지, (-)인지, 0인지 그 올바른 조합을 아래 ①～⑥ 중에서 하나를 고르
시오. 7
①
②
③
④
⑤
⑥

B → C

(+)
(+)
(-)
(-)
0
0

C → D

(-)
0
(+)
0
(+)
(-)

D → A

0
(-)
0
(+)
(-)
(+)

기체의 압력과 부피 등의 상태를 나타낸 그래프 관련 문항은 수능의 경우 자주
출제되어 온 내용이다. 센터시험의 경우 이 문항이 2문항을 포함한 세트 문항으로
전체 배점이 8점이나 되나 수능의 경우 이러한 내용은 2～3점 배점인 합답형의 한
문항으로 출제된다.
(4) 화학Ⅰ

(가) 분석 결과

2009학년도 센터시험 화학Ⅰ은 <표 Ⅱ-5-23>과 같이 4개의 대문(大問)으로 구성
되었다. 일본의 화학Ⅰ의 내용은 물질의 구성, 물질의 변화, 무기물질, 유기화합물의
총 4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문 제1번은 각 단원의 기본 개념을 묻는 개
별적인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비추어보면, 10학년 과
학의 전해질과 이온에서 1문항, 화학Ⅰ 범위에서 1문항, 화학 Ⅱ에서 기체, 액체, 고
체에서 1문항, 용액에서 1문항, 원자구조와 주기율에서 1문항, 화학 결합에서 2문항
이 출제되었다. 대문 제2번은 열, 중화, 전기분해에 관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종합적
으로 묻는 개별적인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비추어보면
모두 화학Ⅱ 내용에서 출제되었으며, 화학반응과 에너지에서 3문항, 산과 염기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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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에서 2문항, 산화 환원 반응에서 2문항이 출제되었다. 대문 제3번은 교과서에서
지엽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에 관해 묻는 개별적인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우리
나라 교육과정에 비추어보면, 화학Ⅰ의 알칼리 금속과 할로겐 원소에서 1문항, 화학
Ⅱ의 원자구조와 주기율에서 2문항, 산화 환원 반응에서 2문항, 대학 일반화학의 산
과 염기 반응에서 1문항, 적정(부피 분석)에서 1문항이 출제되었다. 대문 제4번은 주
로 유기화합물에 관해 묻는 개별적인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 교육과
정에 비추어보면, 화학Ⅰ의 탄화수소, 탄화수소의 유도체, 탄소화합물과 우리 생활에
서 골고루 총 4문항, 대학 일반화학의 탄화수소와 시료 분석에서 3문항이 출제되었
다. 특히 대문 제3번과 제4번의 경우, 총 14문항 중에서 8문항이 우리나라 교육과정
을 벗어난 범위에서 출제되었다.
<표 Ⅱ-5-23> 센터시험 화학Ⅰ의 대문(大問) 구성

대문(大問)
번호
1
2

내용 영역
물질의 구성
물질의 변화

문항 수
(총 28문항)
7
7

3

무기 물질

7

4

유기 화합물

7

주제
물질의 구성 및 여러 물질에 대한 기본
문제
화학반응과 에너지, 산과 염기반응,
산화 환원 반응
알칼리 금속과 할로겐 원소, 원자구조와
주기율, 산화 환원 반응, 산과 염기,
적정(부피 분석)
탄화수소, 탄화수소의 유도체,
탄소화합물과 우리 생활, 시료 분석

우리나라의 10학년 과학, 화학Ⅰ, 화학Ⅱ와 비교하여 센터시험 화학Ⅰ 문항의 내
용 수준을 분석하여 <표 Ⅱ-5-24>에 나타냈다. 10학년 과학에서 1문항 출제되었으
며, 화학Ⅰ 수준의 내용이 21.4%인 6문항 출제되었고, 화학Ⅱ 수준의 내용이 57.2%
인 16문항 출제되었으며,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영역
중에서 심화된 내용이 2문항,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에
관한 문항이 3문항으로 총 5문항인 17.9%나 출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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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24> 센터시험 화학Ⅰ 문항의 내용 수준
과학
1
3.5

문항 수
비율(%)

화학Ⅰ
6
21.4

화학Ⅱ
16
57.2

교육과정 외
5
17.9

합계
28
100

센터시험 화학Ⅰ 문항을 행동영역 요소에 따라 분석한 것은 <표 Ⅱ-5-25>와 같
다. 문제인식 및 가설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과 자료 분석 및 해석에 해당하는 문
항은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으며, 결론도출 및 평가에 해당하는 문항이 1문항 출
제되었다. 반면 이해와 적용에 해당하는 문항이 각각 15문항과 12문항 출제되어 전
체의 96.4%를 차지하였다. 수능의 경우 이해와 적용에 해당하는 문항을 40% 이하로
출제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탐구 기능을 묻는 문항보다는 단순 개념 확인
을 위한 문항이 많이 출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Ⅱ-5-25> 센터시험 화학Ⅰ 문항의 행동영역 요소
문항 수
비율

이해

적용

15
53.6

12
42.9

문제인식 탐구설계 자료분석 결론도출
및
가설설정 및 수행 및 해석 및 평가
0
0
0
1
0.0
0.0
0.0
3.5

합계
28
100

센터시험 화학Ⅰ 문항에 대한 예상정답률 분포는 <표 Ⅱ-5-26>과 같다. 전체 예
상정답률의 평균은 47.6%이며, 20～39%, 40～59%, 60～79%, 80～100%에 해당하는
문항이 각각 9문항(32%), 10문항(36%), 7문항(25%), 2문항(7%)씩 출제되었다. 또한
센터시험 문항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서 대학 수준의 내용에 관한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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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26> 센터시험 화학Ⅰ 문항의 예상정답률 분포
문항 수
비율

0～19
0
0.0

20～39
9
32.2

40～59
10
35.7

60～79
7
25.0

80～100
2
7.1

합계
28
100

(나) 문항 사례

○ 문장 표현이 애매한 문항
문 4 황산 H SO 와 같이 분자 속에 산소 원자를 포함하는 무기산을 산소산이라고 한다. 산소




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다음의 ①～⑤에서 하나 고르시오. 5
① 산화수 +1의 염소원자 1개를 포함하는 산소산은 강한 산화작용을 한다.
② 산화수 +4의 탄소 원자 1개를 포함하는 산소산은 약산이다.
③ 산화수 +5의 질소 원자 1개를 포함하는 산소산은 강한 산화작용을 한다.
④ 산화수 +5의 인 원자 1개를 포함하는 산소산은 2가 산이다.
⑤ 산화수 +6인 황 원자 1개를 포함하는 산소산은 강산이다.

위 문항에서 ‘강한 산화작용을 나타낸다’는 기술이 있는데, 무엇에 비해 강한지가
불명확하여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기 어렵다. 또한 산소산에 대한 설명이 애매하며
산화수에 의해 복수의 산소산이 존재하지만 산화수로부터 산소산을 구하는 것이 일
본의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애매한
표현과 교육과정을 위배한 문항은 수능에서는 피하고 있다.
○ 실험 문항
문 4 그림 2의 장치를 이용하여 행한 다음 실험 A에 대하여, 다음 질문(a b)에 답하시오.
A. 0.3mol/L 황산구리(Ⅱ) CuSO 수용액을 넣은 용기 속에, 2장의 구리판을 전극으로 하여 기전
력 1.5V 건전지를 이용하여 일정한 전류 I[A]를 시간 t[초] 동안 흐르게 하였더니, 한 쪽 전극
위에 구리가 m[g] 석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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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이 있는 것을 다음의 ①～⑤에서 하나 고르시오. 6
① 전류를 흐르게 하는 시간을 2t[초]로 하면, 석출되는 구리의 질량은 2m[g]이 된다.
② 전류를 2I[A]로 하면, 시간 t[초] 동안에 석출되는 구리의 질량은 2m[g]이 된다.
③ 음극에서는 Cu  e → Cu 의 반응에 의해 구리가 석출된다.
④ 양극에서는 H2O가 환원되어 H2가 발생한다.
⑤ 실험 전후에 용액 속의 SO 의 물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b. 실험 A로부터, 전자 1개가 가지는 전하량[C]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을 다음의 ①～⑥에서 하
나 고르시오. 단, 아보가드로수는 N으로 한다. 7 C

센터시험에서도 화학은 실험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학문이라는 것을 고려
하여,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근거하여 실험 및 탐구활동에 관련된 문제를 반드시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학교 현장에서 학생실험으로 실제로 행하
고 있는 실험을 소재로 한 문제의 출제와 실제로 실험을 한 다음에 출제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28문항 중에서 실험에 관련된 문항은 5문항으
로 17.9%에 불과하며, 위 문항도 실제 실험을 해보면 ‘전류 값이 일정’ 이라는 조건
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로 일정한 전류를 얻기 위해서는 실험 장치에 가변 저항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 문항은 센터시험에 관한 여러 보고에 의하면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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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리적 사고력을 필요로 하고, 패러데이 정수를 사용하지 않고 전하량을 구하게
할 수 있게 한 점 등에 대해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문항이다.
○ 실생활과 관련된 문항
문 6 주변의 현상이나 물질, 제품에 관한 설명으로 밑줄 친 부분에 잘못이 있는 것을 다음의

①～⑤에서 하나 고르시오. 7
① 철가루를 이용하고 있는 일회용 손난로는 공기 중에서 발열한다. 이것은 철이 산화되기 때문이
다.
② 화산지대나 온천에서는 계란 썩은 것 같은 냄새가 날 때가 있다. 이것은 황화수소의 냄새이다.
③ 탄산음료를 컵에 넣고 실온에 놓아두면 점차 기포가 생기지 않게 된다. 이것은 음료 속에 용해
되어 있던 이산화탄소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④ 비누의 세척력은 센물 속에서 떨어진다. 이것은 비누가 Na 와 반응하여 물에 녹기 어려운 염
을 만들기 때문이다.
⑤ 비활성기체는 전구의 충전 기체로 사용된다. 이것은 비활성 기체가 다른 물질과 반응하기 어렵
기 때문이다.


이 문항은 주변의 현상이나 물질, 제품에 관한 것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화학
Ⅰ의 전 범위에 대한 실생활 적용에 관한 문항이다. 특히 일본의 특수 환경인 화산
과 온천에 관해 묻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문 5 간장을 물로 100배로 희석시킨 시료 용액 10mL를 비커에 넣었다. 이 용액에 0.050mol/L
질산은 수용액을 조금씩 가하였더니, 시료 용액 중의 염화 이온을 염화은으로 침전시키는데 6.0mL
가 필요하였다. 이 간장에 포함되어 있는 염화나트륨의 농도[mol/L]로 가장 적당한 값을 다음의
①～⑥에서 하나 고르시오. 단, 침전은 모두 염화은이며, 간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염화 이온은 모
두 염화나트륨에 의한 것으로 한다.
mol/L
① 0.30 ② 0.33 ③ 3.0 ④ 3.3 ⑤ 30 ⑥ 33

위 문항은 센터시험에 대한 분석 자료에도 높은 평가를 받은 문항이다. 주변에 있
는 간장을 소재로 화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로, 화학을 배우는 의의를 생각
하게 하는데 있어서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문항이다. 그러나 문항 작성 시 수험자가
읽기 쉽고 문제의 뜻을 명확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둔 기술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
다. 타당한 기술로 발문을 구성하면 단서 조항이 필요 없게 되며, 수능에서는 출제
진의 노력으로 불필요한 단서 조항을 줄이면서 문두의 뜻이 명료하도록 최선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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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또한 수능에서도 화학적으로 사물을 보는 방법이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문제나 현대 과학기술이나 주변의 현상과 화학적 지식과의 관련을 묻는 문제로, 고
등학생의 화학에 대한 흥미를 환기시키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항 출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 세트 문항의 출제
문 3 1가 산 0.2mol/L 수용액 10mL를, 어떤 염기 수용액으로 중화적정하였다. 염기 수용액의

부피와 pH의 관계를 그림1에 나타내었다. 다음 질문(a, b)에 답하시오.

a. 이 적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이 있는 것을 다음의 ①～⑤에서 하나 고르시오. 4
① 이 1가 산은 약산이다.
② 적정에 사용한 염기 수용액의 pH는 12보다 크다.
③ 중화점에서 수용액의 pH는 7이다.
④ 이 적정에 적합한 지시약은 페놀프탈레인이다.
⑤ 이 적정에 사용한 염기 수용액을 이용하여 0.1mol/L의 황산 10mL를 중화적정하면, 중화에
필요한 부피는 20mL이다.
b. 적정에 사용한 염기 수용액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다음의 ①～⑥에서 하나 고르시오. 5
① 0.05mol/L의 암모니아수
② 0.1mol/L의 암모니아수
③ 0.2mol/L의 암모니아수
④ 0.05mol/L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⑤ 0.1mol/L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⑥ 0.2mol/L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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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염기의 중화적정 그래프 관련 문항은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어 온 내용이다.
센터시험의 경우 이 문항이 2문항을 포함한 세트 문항으로 전체 배점이 9점이나 되
나 수능의 경우 이러한 내용은 2～3점 배점인 합답형의 한 문항으로 출제된다.
○ 다지 선다형 문항
문 4 다음 유기 화합물의 반응에 대하여, 식 속의

어진 것을 다음의 ①～⑥에서 하나 고르시오. 4

가

,

나

에 해당하는 화합물이 옳게 짝지

위 문항은 6지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센터시험 문항에서는 총 28문항
중에서 5지 선다형 문항이 16개로 57.2%이며 그 외 6지선다형 문항이 12개로 42.8%
이었다. 센터시험의 문항제작부의 견해에 따르면 2009년 시험에서는 문제의 표현을
궁리하여 헷갈리는 선택지를 적게 하여 해답을 이끌어내기 쉽게 하였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따라서 수능의 경우 5지 선다형 선택지가 학생들의 혼동을 유발하는
선택지를 적게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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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교육과정에서 많이 다룬 문항

그림 1에 나타낸 Y자형 시험관 A에 황화철(Ⅱ)를 B에 묽은 황산을 넣고, 시험관을 기울여 서로
섞으면 황화수소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실험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을 포함한 것을 다음의 ①～
⑤에서 하나 고르시오. 7
① 실험 장치는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② 묽은 황산은 증류수에 진한 황산을 넣어 조제한다.
③ 발생한 기체는 상방 치환으로 포집한다.
④ 발생한 기체를 아세트산납(Ⅱ) 수용액에 통과시키면
침전이 생긴다.
⑤ 묽은 황산 대신에 묽은 염산을 사용하여 같은 조작
을 행하여도 황화수소가 발생한다.

위 문항은 우리나라 6차 교육과정의 2, 3주기 원소와 그 화합물에서 많이 다루었
던 문항이다. 2, 3주기 원소와 그 화합물에 관한 실험에 관해 물어 보는 전형적인
문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문항은 수능에서는 사고력을 측정하기에 곤란한 문
항이라고 판단된다.
문 6 그림 1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유기 화합물의 원소 분석을 하기 위한 장치를 나타

낸다. 시료의 질량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여기에 건조시킨 산소의 기류 속에서 완전연소시킨다. 생
성된 물과 이산화탄소를 용기에 충전시킨 시약( 가 나 )에 흡수시켜, 이것들의 질량으로부터
물과 이산화탄소의 양을 구한다. 사용한 시약( 가 나 )로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을 다음의
①～⑥에서 하나 고르시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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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가
염화칼슘
소다석회
석고
염화칼슘
소다석회
석고

나
소다석회
석고
염화칼슘
석고
염화칼슘
소다석회

위 문항은 우리나라 6차 교육과정의 탄소화합물 단원에서 많이 다루어진 원소 분
석에 관한 문항이다. 물론 화학에서 원소 분석이 중요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사고력
을 측정하는 문항은 아니다. 우리나라 화학Ⅰ 교육과정에서는 탄소화합물에 관해서
학문중심이기 보다는 실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탄소화합물에 치중해 있어서 이러
한 내용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문항은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는다.
(5) 생물Ⅰ

(가) 분석 결과

일본 학습지도요령에서 생물 I은 물리 I, 화학 I, 지학 I과 같이 중학교 과학을 이
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탐구활동을 통하여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양 과목이다(김주훈 외, 2006). 일본의 생물 I의 내용은 ‘생명의 연속
성’, ‘환경과 생물의 반응’의 2개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명의 연속성’ 단원에
는 ‘세포’, ‘생식과 발생’, ‘유전’, ‘생명의 연속성에 관한 탐구 활동’과 같은 중단원으
로 구성되어 있고, ‘환경과 생물의 반응’ 단원은 ‘환경과 동물의 반응’, ‘환경과 식물
의 반응’, ‘환경과 생물의 반응에 관한 탐구활동’의 중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
원에 포함된 내용은 <표 Ⅱ-5-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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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27> 일본의 생물Ⅰ의 내용 구성
대단원

중단원
생식과 발생

내용
세포의 기능과 구조
세포의 증식과 생물체의 구조
생식세포의 형성과 수정
발생과 그 기작

유전

유전 법칙
유전자와 염색체

세포
생명의
연속성

환경과
생물의
반응

생명의 연속성에 관한 탐구활동
환경과 동물의 반응
환경과 식물의 반응
환경과 생물의 반응에 관한 탐구
활동

체액과 항상성
자극의 수용과 반응
식물의 생활과 환경
식물의 반응과 조절

2009년 센터시험의 생물Ⅰ 과목은 <표 Ⅱ-5-28>과 같이 모두 5개의 대문으로 구
성되었다. 대문 제1번은 ‘세포’ 단원과 ‘생식과 발생’ 단원의 기본 개념을 묻는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세포 증식에서 2문항, 세포 분열에서 2문항, 세포 구조에서
3문항이 출제되었다. 큰 문항 제2번～제5번은 각각 생식과 발생, 유전, 환경과 동물
의 반응, 환경과 식물의 반응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묻고 있으며, 대문별로 2～3
개의 주제를 가지고 세트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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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大問)
번호
1
2
3
4
5

<표 Ⅱ-5-28> 센터시험 생물Ⅰ의 대문(大問) 구성
내용 영역
세포, 생식과
발생
생식과 발생
유전
환경과 동물의
반응
환경과 식물의
반응

문항 수
(총 28문항)
7
5
6
6
4

주제
세포의 구조, 세포 분화, 세포 분열
생식 방법, 수정, 난할
DNA 구조, 대립 형질과 유전자형, 멘델의
법칙
신경계, 항상성 유지, 빛에 대한 반응
광합성, 식물 호르몬

우리나라의 10학년 과학, 생물Ⅰ, 생물Ⅱ와 비교하여 일본 생물Ⅰ 문항의 내용 수
준을 분석하여 <표 Ⅱ-5-29>에 나타냈다. 10학년 과학의 내용은 없으며, 생물Ⅰ 수
준의 내용이 39.3%인 11문항 출제되었고, 유전자와 형질발현, 광합성, 생물과 환경
등 생물Ⅱ 수준의 내용이 39.3%인 11문항 출제되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
에서 취급하지 않는 생물체의 유기적 구성, 난자 성숙과 초기 발생 등의 내용을 다
루는 문항이 21.4%인 6문항 출제되었다.
<표 Ⅱ-5-29> 센터시험 생물Ⅰ 문항의 내용 수준
문항 수
비율(%)

과학
0
0.0

생물Ⅰ
11
39.3

생물Ⅱ
11
39.3

교육과정 외
6
21.4

합계
28
100

센터시험 생물Ⅰ 문항을 행동영역 요소에 따라 분석한 것은 <표 Ⅱ-5-30>과 같
다. 문제인식 및 가설설정과 탐구 설계 및 수행에 해당하는 문항은 한 문항도 출제
되지 않았으며, 자료 분석 및 해석에 해당하는 문항이 7문항, 결론 도출 및 평가에
해당하는 문항이 2문항 출제되었다. 반면 이해와 적용에 해당하는 문항이 각각 10문
항과 6문항 출제되어 전체의 57.1%를 차지하였다. 수능의 경우 이해와 적용에 해당
하는 문항을 40% 이하로 출제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탐구 기능을 묻는
문항보다는 단순 개념 확인을 위한 문항이 많이 출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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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30> 센터시험 생물Ⅰ 문항의 행동영역 요소
문항 수
비율

이해

적용

10
35.7

6
21.4

문제인식 탐구설계 자료분석 결론도출
및
가설설정 및 수행 및 해석 및 평가
0
0
7
2
0
0
25.0
7.1

합계
25
100

센터시험 생물Ⅰ 문항의 예상정답률 분포는 <표 Ⅱ-5-31>과 같다. 전체 예상정답
률의 평균은 62.1%이며, 20～39%, 40～59%, 60～79%, 80～100%에 해당하는 문항이
각각 2, 7, 14, 1문항씩 출제되어 전체적으로 수능보다 쉽게 출제된 경향을 보였다.
<표 Ⅱ-5-31> 센터시험 생물Ⅰ 문항의 예상정답률 분포
0～19
0
0

문항 수
비율

20～39
2
7.1

40～59
7
25.0

60～79
14
50.0

80～100
2
7.1

합계
25
100

(나) 문항 사례

○ 중복하여 답지를 고를 수 있는 문항

다세포생물의 개체의 형성에 관한 다음 문장을 읽고, 아래 문제(문1～4)에 답하시오. [해답번호
1 ～ 7 ] (배점 20)
다세포생물이 몸의 형태를 만들 때는 a수정란에서 체세포 분열에 의해 세포 수가 증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서 체세포 분열의 방향은 몸의 형태 결정에 중요한 작
용을 한다.
또한 b개개의 세포가 특정 시기, 장소에서 분화하는 것에 의해 c다른 기능을 갖는 여러
가지 세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는 비슷한 작용과 형상을 갖는 것들이 모
여서 d 를 형성한다. 또한 여러 개의 d 가 서로 관련을 갖고 합쳐지므로 해서 고도
의 기능을 갖는 e 가 된다. 포유류 등의 동물에서는 복수의 e 가 모여서 일련의 작
용을 분담해서 담당하는 f 를 만든다.

문1

d

～ f 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당한 것을 다음의 ①～⑦ 중에서 각각 하나씩 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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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오.
d
① 세포계

e

1

② 군체

2

③ 기관

f

3

④ 기관계

⑤ 조직 ⑥ 조직계

⑦ 개체

～ f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도록 되어 있다. 이때 d ～ f 에
들어갈 것을 모두 옳게 고르면 각 2점씩 모두 6점을 획득하도록 점수가 부여되었다.
d

○ 장문의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는 문항

다세포생물의 개체의 형성에 관한 다음 문장을 읽고, 아래 문제(문1～4)에 답하시오. [해답번호
1 ～ 7 ] (배점 20)
다세포생물이 몸의 형태를 만들 때는 a수정란에서 체세포 분열에 의해 세포 수가 증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서 체세포 분열의 방향은 몸의 형태 결정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또한 b개개의 세포가 특정 시기, 장소에서 분화하는 것에 의해 c다른 기능을 갖는 여
러 가지 세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는 비슷한 작용과 형상을 갖는 것들
이 모여서 d 를 형성한다. 또한 여러 개의 d 가 서로 관련을 갖고 합쳐지므로 해
서 고도의 기능을 갖는 e 가 된다. 포유류 등의 동물에서는 복수의 e 가 모여서
일련의 작용을 분담해서 담당하는 f 를 만든다.
문 4 밑줄 친 c에 관해서, 분화된 세포의 기능과 형태, 구조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다음 ①～⑥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오. 7
① 소화효소 등을 분비하는 외분비선의 선세포는 골지체가 발달한 세포이고, 혈관을 둘러싸듯
이 닫힌 주머니의 안쪽에 줄지어 있다.
② 사람 내이의 반고리관(半規菅)에는 감각모라고 불리는 편모가 있어 이 편모가 덮개막을 비
벼대는 것으로 기저막의 진동을 소리로서 감지한다.
③ 신경의 축색 말단에는 흥분을 전달하기 위한 신경전달물질을 담고 있는 시냅스 소포라고 하
는 특수한 구조체가 포함되어 있다.
④ 포유류의 골세포는 세포질에 다량의 칼슘을 포함하거나, 세포동사(細胞同士)가 밀하게 모이
는 것으로 뼈의 기계적인 강도를 유지한다.
⑤ 속씨식물의 표피세포의 대부분은 공변세포에서 보이는 것처럼 광합성을 하기 위한 엽록체를
갖는다.
⑥ 동물의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세포에는 근원조직과 함께 운동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발생
시키는 미토콘드리아가 발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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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의 답지 내용은 문장의 길이가 길고 2가지 내용이 합쳐진 중문의 형태로 구
성되어 있다. 수능의 경우 문장을 읽는 시간을 줄이고 다의적 해석이 되지 않도록
간결하고 명료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된다. 이렇게 길고 복잡한 문장은 다음
문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생식과 발생에 관한 다음 문장 (A B)을 읽고 아래의 문제(문1～5)에 답하시오. [해답번호 1 ～
5 ] (배점 20)
A. 포유류와 종자식물의 생식을 비교하면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인다. 둘 다 암
수의 생식기관에서 만들어진 a암배우자와 수배우자의 수정에 의해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유성생식을 한다. 포유류에서는 암컷과 수컷이 다른 개체(자웅이체)이고 암
컷과 수컷을 구별하는 성염색체가 보인다. 한편, 많은 종자식물에서는 암술과 수술이
동일한 개체, 그것도 동일한 꽃 속에 존재한다. 다만 종자식물에도 b암컷과 수컷이
다른 개체(자웅이체)인 종이 있어 성염색체가 확인되는 것도 있다. 또한 종자식물에
는 포유류에서는 볼 수 없는 c무성생식을 하는 것이 가능한 종도 많다.

문 1 밑줄 친 a와 관련해서, 포유류와 종자식물의 배우자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다음 ①～④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오. 1
① 배우자의 핵상은 모두 n이고 성염색체의 유무에 관계없이 암수 어느 쪽의 배우자도 염색체의
조합은 1종류이다.
② 배우자의 핵상은 모두 n이지만, 성염색체가 보이는 종에서는 암수 둘 중의 하나에 서로 다른
성염색체를 갖는 2종류의 배우자가 보인다.
③ 배우자의 핵상은 모두 n이지만, 성염색체가 보이는 종에서는 암수 모두에 서로 다른 성염색체
를 갖는 2종류의 배우자가 보인다.
④ 배우자의 핵상은 모두 2n이고, 성염색체의 유무에 관계없이 암수 어느 쪽의 배우자도 염색체
의 조합은 1종류이다.

4개의 답지 ①～④가 모두 중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2개의 문장이 어떤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고 답지의 내용과 함께 답지의 논리에 대한 판단도 해야 한다
는 점에서 수능의 문장에 비해 복잡한 문장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8지선다 문항
문 6 실험 2에서 얻어진 개체 D1의 자가 수정시킨 종자를 발아시켜 10일 후에 표현형을 조사

했다. 이 때 예상되는 표현형의 분리비로 가장 적당한 것을 다음 ①～⑧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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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잎 색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각각 독립적으로 유전하는 것으로 한다.
6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황 고 : 황록 고 : 녹 고 : 황 저 : 황록 저 : 녹 저
0
6
3
0
2
0
0
3
0
0
1
2
0
3
6
3
0
9
1
0
3
6
3
1
2
1
1
0
0
1
1
2
1
3
6
0
3
1
1
3

0
1
0
3
1
0
3
1

8개의 답지 중에서 정답을 고르는 문항으로 답지의 수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답
지의 수가 많은 문항이 여러 개 출제되고 있으며, 문항에 따라 답지의 수가 4개, 5
개, 6개, 7개 등으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수능의 경우 5개의 답지 중에서 정답을 1
개 고르게 되어 있는 점에 비해 다양한 수의 답지가 사용됨을 알 수 있다.
○ 세트 문항의 출제

B. 시각은 동물의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곤충은 겹눈의 시세포로 수용된 광
자극이 뇌의 뉴런의 흥분을 거쳐 행동을 일으킨다. 시세포의 신호를 전달하는 뇌의
뉴런은 반응의 크기가 자주 주야로 달라져 빛이 적은 야간에는 약한 빛에도 흥분
할 수 있도록 조절되고 있다. 귀뚜라미의 뇌에 있는 시세포로부터 자극을 전달하는
뉴런 X 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림 1은 암흑 중에 겹눈에 서로 다른 강도의
빛 자극을 400ms 동안 주어 이 뉴런 X 에 나타나는 반응을 오실로스코프에 기록
한 것이다. 더욱이 다양한 강도의 빛 자극을 400ms 동안 주어 이 때 나타나는 활
동전위의 발생 회수를 조사했더니 그림 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다음으로 뉴런 X 의 주야의 반응의 차이를 일으키는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곤충
의 뇌 속에 존재하는 화학 물질 Y를 귀뚜라미의 뇌에 작용시켰다. 그 결과 밤에
작용시키면 빛 자극에 의해 나타나는 뉴런 X의 반응은 저하되어 그림 2의 낮의 반
응에 근접하게 나타났지만, 낮에 작용시켜도 뉴런 X의 반응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
다. 또한 이 화학물질 Y의 작용을 저해하는 화학물질 Z를 귀뚜라미의 뇌에 작용시
켰더니 낮에는 빛 자극에 의해 나타타는 뉴런 X의 반응이 상승하고, 그림 2의 밤의
반응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았다. 밤에는 화학물질 Z를 작용시켜도 뉴런
X의 반응의 강도는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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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 그림1의 결과로부터 생각되어지는 빛 자극에 대한 뉴런 X의 반응에 관한 기술로서 가

장 적당한 것을 다음 ①～⑤ 중에서 하나 고르시오. 4
① 빛 자극의 강도에 대응해서 휴지전위가 커진다.
② 빛 자극이 강해지면 반응의 역치가 상승한다.
③ 빛 자극이 강해지면 반응의 잠복기가 짧아진다.
④ 빛 자극 중의 활동전위의 발생빈도는 일정하다.
⑤ 빛 자극을 멈추어도 100ms 이상 반응이 지속된다.

문 5 그림 2의 결과로부터 생각되어지는 빛 자극에 대한 뉴런 X의 반응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다음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시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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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빛 자극의 강도가 102에서 106까지의 범위에서는 같은 빛 자극의 강도에 대해서 뉴런 X의 낮
의 반응의 크기와 밤의 반응의 크기의 비는 항상 일정하다.
② 뉴런 X의 역치는 밤에 비해 낮에 저하하고 있다.
③ 104 의 빛 자극의 강도에서는 뉴런 X의 낮의 반응은 밤의 반응의 약 60% 이다.
④ 낮에 400ms당 30회의 활동전위를 일으키는 빛 자극의 강도는 밤의 약 1000배이다.

문 6 화학물질 Y와 화학물질 Z를 작용시킨 결과로부터 생각되어 지는 화학물질 Y 에 관한 기

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다음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시오. 6
① 화학물질 Y는 밤에 분비되고 빛 자극에 대한 뉴런 X의 반응을 증강시킨다.
② 화학물질 Y는 밤에 분비되고 뉴런 X의 역치를 상승시킨다.
③ 화학물질 Y는 낮에 분비되고 빛 자극에 대한 뉴런 X의 반응을 저하시킨다.
④ 화학물질 Y는 낮에 분비되고 뉴런 X의 역치를 저하시킨다.

빛 자극에 따른 뉴런의 반응에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이 자료를 분석
하여 정답을 찾는 문항이다. 3개의 문항이 하나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답을 찾는 세
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당 배점이 2점이어서 3문항의 배점이 6점이다.
수능의 경우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는 문항은 세트 문항으로 출제되며 2점이나 3점
을 배점한다.
(6) 지학Ⅰ

(가) 분석 결과

일본의 지학Ⅰ의 내용은 ‘지구의 구성’과 ‘대기 해양과 우주의 구성’이라는 2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구의 구성’ 단원에는 ‘지구의 개관’, ‘지구의 내부’, ‘지
구의 역사’, ‘지구의 구성에 관한 탐구 활동’의 중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기 해
양과 우주의 구성’ 단원은 ‘대기와 해양’, ‘우주의 구성’, ‘대기 해양과 우주의 구성에
관한 탐구활동’의 중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원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Ⅱ-5-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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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지구의 구성

<표 Ⅱ-5-32> 일본의 지학Ⅰ의 내용 구성
지구의 개관
지구의 내부

중단원

지구의 역사
지구의 구성에 관한 탐구 활동
대기와 해양

대기 해양과
우주의 구성

우주의 구성
대기 해양과 우주의 구성에 관한
탐구 활동

내용
태양계안의 지구
지구의 형상과 활동
지구의 내부 구조와 구성물질
화산과 지진
야외 관찰과 지형 지질
지층의 형성과 지각변동
화석과 지질시대
대기의 열수지와 대기의 운동
해수의 운동
태양의 형상과 활동
항성의 성질과 진화
은하계와 우주

2009년 센터시험 지학Ⅰ의 5개 대문에 대한 내용과 세부 주제는 <표 Ⅱ-5-33>과
같다. 대문 제1번은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지구의 활동에 대한 6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화산과 지진에서 2문항, 융기와 지각 평형에서 2 문항, 습곡과 단층에서 2
문항이 출제되었다. 대문 2번～5번은 ‘광물과 암석’, ‘지질 시대’, ‘대기와 해양’, ‘천체
와 우주’에서 출제되었으며 각 대문별로 2～3개의 주제를 가지고 세트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문(大問)
번호
1
2
3
4
5

<표 Ⅱ-5-33> 센터시험 지학Ⅰ의 대문(大問) 구성
내용 영역
지각 변동
광물과 암석
지질시대
대기와 해양
천체와 우주

문항 수
(총 30문항)
6
6
6
6
6

주제
화산과 지진, 융기, 습곡과 단층
접촉 및 광역변성암, 화성암의 특징
지질도와 지질 단면도, 지층과 화석
열수지, 해수의 구조, 대기의 운동, 대기 안정도
행성의 운동, 별의 특성, 우리 은하

Ⅱ. 수능 영역별 센터시험 관련 과목 문항 분석

197

우리나라의 10학년 과학,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와 비교하여 센터시험 지학Ⅰ 문
항의 내용 수준을 분석하여 <표 Ⅱ-5-34>에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10학년 과학에
해당하는 내용은 2문항 출제되었으며, 지구과학Ⅰ 수준의 내용은 6문항(20%) 출제
되었고, 지구과학Ⅱ 수준의 내용이 19문항(63.3%),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 외
의 내용에 관한 문항이 3문항(10%) 출제되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
함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 내용 중 1문항은 일본의 특수한 지질학적 구조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른 2문항은 각각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광물명과 화
석명을 주요 개념으로 포함한 문항이었다.
<표 Ⅱ-5-34> 센터시험 지학Ⅰ 문항의 내용 수준
문항 수
비율(%)

과학

지학Ⅰ

지학Ⅱ

교육과정 외

2

6

19

3

6.7

20.0

63.3

10

합계
30
100

센터시험 지학Ⅰ문항을 평가 목표의 행동영역 요소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Ⅱ
-5-35>와 같다.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과 탐구 설계 및 수행에 해당하는 문항은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으며, 자료 분석 및 해석이 8문항 결론 도출 및 평가에 해
당하는 문항이 2문항 출제되었다. 반면 이해와 적용에 해당하는 문항이 각각 13문항
과 7문항 출제되어 전체의 66.7%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수능의 경우 이해와 적용
에 해당하는 문항을 40% 이하로 출제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탐구 기능을
묻는 문항보다는 단순 개념 확인을 위한 문항이 많이 출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Ⅱ-5-35> 센터시험 지학Ⅰ 문항의 행동영역 요소
문항 수
비율

적용

13

7

0

0

8

2

43.3

23.3

0

0

26.7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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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식 탐구설계 자료분석 결론도출
및
가설설정 및 수행 및 해석 및 평가

이해

합계
30
100

센터시험 지학Ⅰ의 예상정답률 분포는 <표 Ⅱ-5-36>과 같다. 전체 예상정답률의
평균은 51.3%이며, 20～39%, 40～59%, 60～79%에 해당하는 문항이 각각 3문항, 20
문항, 7문항씩 출제되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수능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
만 80%이상의 정답률을 나타내는 쉬운 문항은 없었다.
<표 Ⅱ-5-36> 센터시험 지학Ⅰ 문항의 예상정답률 분포
문항 수
비율

0～19

20～39

40～59

60～79

0

3

20

7

0

10.0

66.7

23.3

80～100
0
0

합계
30
100

(나) 문항 사례

○ 정량적인 계산을 필요로 하는 문항
문 4 앞 페이지의 문장 중의 밑줄친 문장(a)에 대해 대륙의 빙하가 녹을 경우에 지각의 융기량을

추정해 보시오. 그림 2에 표시된 것과 같이 이 대륙지각의 두께는 40 km, 빙하기에 빙하의 두께는 3.3
km이다. 간빙기에 대륙의 빙하가 완전히 녹아 지각이 융기하여 다시 아이소스타시가 성립되었다 아이
소스타시가 성립하는 경우 파선의 깊이의 압력이 같고 아래쪽 면적이 같게 사각으로 둘러싸인 두 개의
기중 X, Y의 질량은 같다. 이때 지각의 융기량 H는 몇 km 입니까? 가장 적합한 값을 아래의 ①∼④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단, 맨틀의 밀도는 3.3 g/cm3 , 지각의 밀도는 2.7 g/cm3 빙하의 밀도는
0.93이다. 4 km.

① 0.33

그림 2. 어떤 대륙의 빙하기와 간빙기의 모식 단면도

② 0.93 ③ 1.08

④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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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항은 정량적인 계산이 필요한 문항으로 학생들이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지각평형설에 대한 개념 이해 능력과 정확한 풀이를 할 수 있는 계산 능력을 함께
요구하는 문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6차 교육과정 이전의 수능에서는 이런 유형의
문항이 자주 출제되었지만 현재의 수능시험 중 지구과학Ⅰ 과목에서는 소수점 단위
의 해답을 구하는 정량적인 계산을 수행해야 하는 문항이 출제되는 일이 드물어졌
다. 이것은 지구과학Ⅰ의 시험의 평가 목적에서 탐구사고력이 강조되면서 계산 능력
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과학적 수
행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능 시험에서 이런 형태의 문항도 출제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 교육과정 외의 실험과 관련한 문항
B 심성암과 그 구성광물에 관하여 다음의 문장을 읽고, 아래의 물음(문3, 문4)에 답하시오.

어느 지역에서 채취한 색깔이 다른 2가지의 심성암 A와 B의 박편을 제작하여 편광현미경으로 관찰
했다. 박편을 1 mm 간격을 움직여, 접안렌즈의 십자선 교점 바로 아래에 보이는 광물의 종류를 확인
하고, 그 카운터 수의 합계가 500이 될 때까지 세었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십자선 교점 아래 보였던 광물의 종류와 카운터 수
심성암 A
심성암 B
카리장석 175
사장석 275
사장석
150
휘 석 150
석 영
150
감람석 75
흑운모
25
함계 500(점)
합계 500(점)
문 3 앞 페이지의 표 1에 표시된 데이터를 기초로, 심성암 A과 B의 암석명과 색지수의 조합으로
서 가장 적당한 것을 다음의 ➀∼➇ 중에서 1개를 선택하시오. 단, 각 광물의 카운터 수의 비율은 광물
의 체적비와 같은 것으로 가정한다.
심성암 A
심성암 B
암석명
색지수
암석명
색지수
➀
섬록암
5
감람암
45
➁
섬록암
5
반려암
45
➂
섬록암
25
감람암
45
➃
섬록암
25
반려암
75
➄
화강암
5
감람암
75
➅
화강암
5
반려암
45
➆
화강암
25
감람암
75
➇
화강암
25
반려암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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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 앞 페이지의 표 1에서 심성암 A와 B의 구성광물로서 사장석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으로

암석이 일련의 결정분화작용으로 생성되었다면, 심성암 A에 포함된 사장석의 화학조성과 정출온도는,
심성암 B에 포함된 사장석과 비교해서,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지 생각할 수 있을까? 화학조성과
정출온도의 특징을 조함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다음의 ➀∼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4
➀
➁
➂
➃

화학조성
Na가 풍부
Na가 풍부
Ca가 풍부
Ca가 풍부

정출온도
높음
낮음
높음
낮음

이 문항은 현장에서 채취한 암석의 박편을 편광 현미경을 통해 관찰하면서 구성
광물의 종류와 성분비를 알아내고 이를 통해 암석의 종류를 판단하는 실험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실험이 지질학을 전공으로 하는 대학
교 실험 수업에서나 이루어지는 형편이다. 이 실험에 적용되는 원리는 어렵지 않으
나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야 하고 다소 복잡한 실험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실험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실험이 학교 현장에서 수
행될 수 있으면 수능의 평가 문항도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된 문항
제4문 지질도와 지질단면도에 관한 다음의 물음(AㆍB)에 답하시오.[해답번호 1 ～ 6 ] (배점 20)
A. 지질도에 관하여 다음의 문장을 읽고 아래의 물음(문 1∼4)에 답하시오.
다음 페이지의 그림 1은 어느 지역의 지질도와 지형단면도이다. 이 지역에서는, 서쪽으로부터 A역
암층, B사암층, C사력층, D사력층, E하상력ㆍ범람원퇴적물, D사력층, B사암층이 분포하고 있다. B
사암층에는 이암층이 끼여 있는데, 강의 서측과 동측에 분포하는 이암층과 같은 것이다. 또 지점
Y에 보링을 하여, 깊이 300m 부근 서측B사암층에 끼여있는 이암층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C사
암층과 C사암층의 위면은 거의 평탄하고, 각각이 해안단구를 구성하고 있다. 그림 1의 지점 ㄱ 에
서는 메타스퀘어 나무 화석이, 지점 ㄴ 에는 화폐석(가헤이석(눈무리테스))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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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어느 지역의 지질도(a)와 지형단면도(b)

(a) : 굵은 실선은 지층경계를, 가는 실선은 등고선이다.
(b) : (a)의 X-X'선으로 자른 지형단면.

문 1 D사력층의 지질시대를 나타내는 화석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을 다음의 ➀∼➃ 중에서 하

나를 선택하시오. 1
➀ DesmostylusㆍVicarya
➁ MammothㆍMegaloceros giganteus
➂ LepidodendronㆍSigillaria
➃ KooksoniaㆍPsilophyton

문 2 지점 ㄷ 의 노두 단면에서는 급화층리(증화성층)가 관찰되었다. 급화층리의 퇴적구조를

나타낸 모식적인 스케치로 가장 적합한 것을 다음의 ➀∼➃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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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 이 지역의 지질에 대해서 기술한 문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다음의 ➀∼➃ 중에서 하

나를 선택하시오. 3
➀ 강의 양측에 분포하는 이암층이 경사의 방향으로부터 B사암층은 향사구조이다.
➁ 포함된 화석의 종류로부터, A역암층은 육지에서, B사암층은 해저에서 퇴적된 지층이다.
➂ C사력층과 D사력층은 단구를 구성하는 퇴적물이 있고, 그것은 B사암층 위와 겹친다.
➃ A역암층과 B사암층의 관계는 양자의 경계가 등고선과 평행하므로 정합이다.

문 4 C사력층과 D사력층에 대해서 설명한 문장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다음의 ➀∼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4
➀ C사력층은 D사력층보다 표고가 높은 곳에 분포하고 있어 C사력층이 D사력층의 위에 있다.
➁ C사력층과 D사력층의 형성시기의 차이는 없고, 하천의 수의가 높을 때 C사력층이, 하천의 수위
가 낮을 때 D사력층이 퇴적되었다.
➂ 하천의 침식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C사력층을 삭박하여 하상이 낮아졌고, 그곳에 D사력층이 퇴
적되었다.
➃ D사력층은 강의 양측에 분포하고 있어 향사구조이다.

이 문항은 실제 어느 지역의 지질도와 지형 단면도를 제시하고 그 지역의 지질
구조와 지질학적 사건을 파악하게 하는 문항이다. 그런데 수능 문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 지질도에는 지층 경계선 뿐 아
니라 하천과 같은 실제 지형이 등장하고 있고, 지질단면도나 선택지로 제시하고 있
는 모식도에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수능 문항을 제작할 때는 구
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문항의 길이를 짧게 해야 한다
는 공간상의 제약과 합숙형 출제 체제 하에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어
렵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일본의 입시 센터와 같이 출제자가 출퇴근하면서 문
항을 제작할 경우 문항을 완성해 가면서 필요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할 수 있기 때
문에 구체적인 데이터가 포함되는 문항을 제작하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수능 과학탐구 영역에 주는 시사점

센터시험의 구성과 특징 및 문항 분석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능 과학탐구 영역
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센터시험 문항은 고급 사고력보다는 지식 측정 또는 낮은 사고력을 주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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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센터시험은 고등학교에서의 학습의 도달도를 보기 위한 시험이므로,
난이도를 높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일본 입시센터의 견해이며, 따라서 교과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초적인 사항을 기억하고 있으면 정답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
가 여러 개가 있어서 난이도가 적절하다고 보고되었다. 수능도 행동영역에서 개념
원리의 이해가 추가되면서 개념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이 가능해졌지만, 보다 중요한
내용에 대해 정답시비 없이 출제를 용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출제 경향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형식면에서 문항 수와 배점, 답지 수 등에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수
능의 경우 과목의 유 불리 문제와 형식의 일관성 때문에 엄격하게 통일성을 부여하
고 있다. 반면에 센터시험 문항은 문항 수가 고정되지 않았고, 배점도 일정하지 않
으며, 답지 수도 4～10개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가능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여 답지
를 구성하는 점은 인상적이다.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면 수능에도 다소 유연하게 적
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본의 경우 실생활 소재를 많이 사용하며 문장 표현을 엄격하게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수능의 경우 내용의 오류가능성 및 복수 정답 문제 때문에 문장을 매
우 엄격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생활 관련 소재를 포함한 문항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항의 출제 과정이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상식 가
능한 선에서 표현의 정확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본의 경우는 세트형 문항이 다수 출제되고 있다. 하나의 소재나 주제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항의 출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
다. 종합적이고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수능시험에 참고할 부분이
다. 그러나 센터시험 문항의 경우 세트 문항의 수가 많아서 문항을 통해 다루는 개
념의 수가 수능에 비해 적은 편이다. 수능의 경우 교육과정에 기술되어 있는 대부분
의 내용요소를 다루도록 문항을 개발하고 있다. 세트 문항의 증가로 교육과정의 내
용 중 극히 일부의 내용만을 다루게 되는 점은 유의할 부분이다.
다섯째, 센터시험 문항의 경우 문항 당 풀이 시간이 수능에 비해 길다. 센터시험
의 문항을 27문항 정도로 생각할 때 문항 당 배당되는 시간이 2.2분이나 수능의 경
우는 1.5분이다. 또한 수능 문항의 경우 합답형 문항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 수능의
합답형 한 문항에서 묻는 개념이나 요구하는 사고 능력이 센터시험 문항 2～3개에
서 묻는 것과 비슷한 경우가 있다. 속도검사가 아닌 역량 검사의 입장에서 볼 때 학
생들이 충분히 사고하고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문항 출제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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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업탐구 영역

센터시험 출제 과목 중에서 수능 직업탐구 영역과 관련된 과목은 ‘부기 회계’ 와
‘정보관계기초’ 과목이다. 따라서 이 시험과 관련된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출제
와 관련된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여 수능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가. 시험의 구성과 특징

(1) ‘부기 회계’ 과목의 개요
(가) 출제 범위

2009년도에 시행된 제20회 센터시험 과목인 ‘부기 회계’ 과목의 출제 범위는 현행
교육 과정에 따라 2006년도 시험부터 ‘부기’ 및 ‘회계’를 통합한 범위이다. 이러한 출
제 범위에 따라 ‘회계’ 분야는 회계의 기초,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의 활
용의 4 분야 중 회계의 기초 범위에서 출제되었다. 또한 2006년 5월 시행된 ‘회사법’
이나 기업회계 기준위원회에 의해 발표된 각종 회계 기준의 공표 등 ‘부기 회계’ 과
목의 출제 내용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령 등의 개정 변경 부분에서 각종 부기 검정
시험의 내용이나 교과서가 변경 개정된 내용은 구(舊) 회계 기준으로 학습한 수험자
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응시자들에게 이미 공고된 범위에
한정하여 출제되었기 때문에 출제 내용에 따라 응시자 유 불리 문제는 발생하지 않
고 있다.
센터시험 ‘부기 회계’ 과목의 특징을 2009년도에 시행된 시험을 근거로 정리하면
<표 Ⅱ-6-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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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과목

<표 Ⅱ-6-1> 센터시험 ‘부기 회계’ 과목의 개요
부기 회계

∙수학② 교과에서 해당 됨
수학Ⅱ, 수학Ⅱ 수학B, 공업 수리 기초, 부기 회계, 정보 관계 기초
교과 구분 ∙수학②에는
등 5과목이 포함되어 있음
∙응시자는 수학②에 속한 5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
시험시간(배점) ∙60분(100점)
∙부기 및 회계를 종합한 출제 범위로 함
출제 방법 ∙회계에 대해서는 회계의 기초,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의 활용 등 4 항
목의 내용 가운데 회계의 기초를 출제한다.

센터시험 ‘부기 회계’ 과목의 평가 목적은 장부 기입에 대한 이해력을 측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09년 시행 ‘부기 회계’ 과목에서 출제된 문항들의 평가 요
소를 보면,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나타내는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비
용 계정, 수익 계정의 차변과 대변에 기입될 수 있는 거래의 내용을 파악한다거나
당좌예금 계정에 기입될 계정 과목을 찾는 등 다수의 평가 요소를 측정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 요소에 따라 출제된 문항들은 회계의 기본적인 원리
를 응시자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는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나) 문항 형식

센터시험 ‘부기 회계’ 과목의 문항을 형식 측면에서 보면, 수능과 같이 객관식 선
다형이 주로 출제되고 있다. 다만 수능이 5지 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센
터시험 ‘부기 회계’ 과목은 4지 선다형 혹은 해답군(解答群) 중에서 1개의 답을 선택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문항의 정답을 다양한 계정과목으로 구성
된 해답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해답군 형식은 응시자
들의 무작위적인 정답 선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반면에 몇 개 문항의 정답을 해
결한 뒤에는 쉽게 다른 문항의 정답을 예상할 수 있다는 단점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문항 형식에서 수능과 다른 특이한 점은 서답형 문항이 일부 출제되고 있다는 점
이다. 서답형은 일부 문항에서 적용하고 있는 형식으로서, 주로 금액을 물어보는 문
항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서답형은 객관식 선다형보다 응시자들의 학습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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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시도라고 판단된다.
문항 당 배점은 객관식 4지 선다형과 해답군 형식 그리고 서답형 모두 2점씩으로
서, 전체 문항 수는 총 50문항27)이고, 제한 시간은 60분이므로 문항 당 풀이 시간은
1분 20초이다. 이는 수능의 1분 30초(시험시간 30분과 20문항)보다는 10초 짧다.
(다) 응시자 수와 점수

센터시험 ‘부기 회계’ 과목의 응시자 수는 2003년도 시험 이후 약간 감소하는 경
향이었지만, 2007년도부터 응시자의 수가 증가하여 2009년에는 1,348명까지 증가하
였다. 1990년도 시험에서 ‘부기 회계Ⅰ Ⅱ’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이다. 이것
은 상업과의 통폐합 등에 따른 ‘부기’ 및 ‘회계’ 과목의 이수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
에서도 추천 입시나 AO입시 등 다양한 대학 입시 제도에 따라 대학에 진학을 희망
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센터시험을 통한 입학시험제도를 도입하는 사립대학과
단기(전문)대학이 증가함에 따라 ‘부기 회계’ 과목을 선택하는 수험자의 수가 늘어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센터시험은 수험자의 고등학교 과정에서 기초적인 학습목표의 성취도를 평가한다
고 하는 역할이 있어 평균점이 대체로 60점이 되는 것을 목표로 문제가 출제되었지
만, 2009년 ‘부기 회계’ 과목의 평균점은 센터시험의 목표를 10점 가까이 밑돌고, 작
년도와 비교해서 0.04점 낮아졌다. 이와 같이 센터시험 점수의 평균점보다 ‘부기 회
계’ 과목의 평균점이 크게 낮아진 이유는 과목 자체의 난이도와 함께 일부 문항의
표현상 문제28)도 평균을 떨어뜨리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전년보다 3.23포인트 커짐으로써 점수가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표 Ⅱ-6-2> 참조)

27) 배점상으는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묻는 내용은 70개로 구성되어 있다.
28) 예를 들어, 제1문 A에서 고정 자산에 관한 거래 내용에「이미 구입한 영업용 토지를 정지하고」라
고 있지만, 교과서에 있어서 부수비용은「고정 자산을 사용할 때 까지 걸린 비용」이라고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토지 엔××매입하고 정지 비용 100엔을 함께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 표현이 적절하다. 정지 비용에 대해서는 토지구입 후에 필요한 비용인 것을 연상케
했기 때문에 많은 수험자에게 ‘회계’ 의 내용인 수익적 지출을 선택하게 하는 결과가 나타났을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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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표 Ⅱ-6-2> 센터시험 ‘부기 회계’ 과목의 응시자 수와 점수 현황
수험자의 수
1,142
943
1,185
1,175
1,172
1,120
1,071
1,259
1,253
1,348

평균점
41.33
65.21
45.77
63.88
60.25
54.92
56.64
53.38
50.11
50.07

최고점
100
100
100
100
100
98
100
100
98
100

최저점
5
6
0
12
2
10
8
0
0
0

표준편차
17.92
18.81
20.19
16.71
18.57
18.08
18.49
18.32
16.56
19.79

(라) 문항의 내용

2009년도 센터시험 ‘부기 회계’ 과목의 출제 내용을 정리하면 <표 Ⅱ-6-3>과 같다.
배점 문항 배점
A
문1(2)
문2(12)
문3(6)
제1문
(40점)
B
문1(16)
문2(4)

<표 Ⅱ-6-3> 센터시험 ‘부기 회계’ 과목의 출제 내용

출제 내용
비고
거래요소결합과 관련 문제
(1) 부기의 기초
∙거래요소의 결합관계의 물음 문제
∙자산, 부채, 자본 및 대차대조표
∙분개를 거래요소의 결합관계에 전기하는 문제 ∙수익, 비용 및 손익계산서
∙거래요소의 결합에서 거래를 추정하는 문제
∙부기의 순환절차
(2) 거래의 기장
∙현금, 예금
∙상품매매
∙채권채무
∙고정자산
∙개인기업의 자본과 세금
∙영업비
주식회사에서 당좌예금거래를 통한 분개 및 총계정 (2) 거래의 기장
원장의 전기를 묻는 문제
∙채권, 채무회계
∙거래 및 당좌예금계정의 기록에서계정마감 등을 (1) 회계의 기초
묻는 문제
∙주식회사의 회계
∙사채이자의 연이율계산 및 유가증권 매입시 매
입수수료를 처리하는 문제

<표 Ⅱ-6-3> 계속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 문항 분석

208

배점 문항 배점
문2(10)
문2(18)
제2문 문3(2)
(30점)

제3문
(30점)

문1(4)
문2(10)
문3(14)
문4(2)

출제 내용
비고
개인기업의 일상적인 거래를 각종 장부에 기입하는 (2) 거래의 기장
문제
∙현금예금
∙거래에서 분개장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을 묻는 문제 ∙상품매매
∙거래에서 분개장, 총계정원장, 보조기입장, 보조 ∙채권채무
원장기입하는 금액을 묻는 문제
(4) 장부및 장부조직
∙매입계정의 전기합계액을 묻는 문제
∙장부
본지점회계의 결산에 관한 문제
(2) 거래의 기장
∙결산정리사항 및 총계정원장, 손익계정, 이월시 ∙본지점 회계
산표의 기록에서 합계시산표의 금액을 묻는 문제 (3) 결산
∙결산정리사항 및 총계정원장, 이월시산표의 기록 ∙결산정리
에서 손익계정에 기입하는 계정과목등을 묻는
문제
∙결산정리사항 및 총계정원장기록에서 손익계정,
이월시산표에 기입하는 금액을 묻는 문제
∙지점에 있어서 순이익의 처리방법및 본지점계정
의 일치에서 본점계정의 차기이월액의 역산하는
문제

<표 Ⅱ-6-3>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센터시험 ‘부기 회계’ 과목은 특정한 교과서
나 분야에 치우침이 없이 출제 범위 내에서 고르게 출제되었다. 그리고 학습 목표인
「기업에 있어서 거래의 기록 계산 정리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 부기의 기
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동시에, 비즈니스의 활동을 계수적으로 파악하는
능력과 태도를 학습한다.」를 고려하고, 특히 계정의 기입 기록이나 장부조직의 일
부분을 생략하여 부기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학습한다고 하는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문항의 난이도가 낮은 것으로부터 높은 것으로 문
항을 배치함으로써 응시자의 학습 정도와 학습 달성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와 기
본을 중시한 점이 돋보인다.
그렇지만 복잡한 문제가 많아서 물음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추
정을 필요로 하는 계산 문제나 결산 정리 사항 등 난이도가 높은 문항도 포함되어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응시자들
이 제한된 60분 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이 ‘부기 회계’ 과목의 평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센터시험 ‘부기 회계’ 과목의 문항은 회계의 원리를 알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 이는 수능의 지식형, 이해형, 적용형, 탐구형 등의 다양한 행동 영역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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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보다는 측정의 폭이 좁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무 중심으로 출제함으로
써 장부 기입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춘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이 역시 계정과목을
중시하고 이론 지향적인 수능 ‘회계 원리’ 과목의 내용과 다르다. 그리고 회계의 계
정과목에서 한국은 국제회계기준에 맞추어 계정과목을 변경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
우에는 계정과목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문항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2009년 시행 시험을 기준으로 센터시험의 ‘부기 회계’
과목과 수능 ‘회계 원리’ 과목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표 Ⅱ-6-4>와 같다.
<표 Ⅱ-6-4> 센터시험의 ‘부기 회계’ 과목과 수능의 ‘회계 원리’ 과목 비교

과목
부기 회계
회계 원리
항목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행동 영역 평가 (지식, 이해, 적용, 탐구 등)
평가 목표 교과의
평가
4지 선다형, 객관식 선다형의 또 다른 형 5지 선다형
태인 해답군 선다형, 서답형
문항 형식 대문(大問)*에 복수의 물음(문항)으로 구성 독립적인 하나의 문항으로 구성
완성형을 비롯하여 정답형, 최선답형, 합답
완성형으로 구성
형, 조합형, 부정형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
배점 3개의 대문, 대문 밑에 소문항 별 2점 문항 당 2점 혹은 3점
장부기입의 이해력 중시를 통한 실무 지향 계정과목 중시를 통한 이론 지향
출제 특징
본지점 회계 포함
본지점 회계 제외
* 대문(大問)은 제1문, 제2문, 제3문과 같은 형태로 표현하고 있으며 2009년에 시행된 ‘부기 회계’ 과
목은 3개의 대문으로 구성되었음. 제1문에는 5개의 문, 제2문은 3개의 문, 제3문은 4개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2) ‘정보관계기초’ 과목의 개요
(가) 출제 범위

1997년부터 실시된 ‘정보관계기초’ 과목은 전문고등학교와 종합학과에서 정보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대학입학 시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설되었
다. 센터시험 ‘정보관계기초’ 과목의 평가 목적은 정보 및 컴퓨터와 관련된 기본적인
진수 표현, 논리 연산자와 논리식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며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수식과 연산자, 순서도 및 제어문의 내용을 다양한 문제 상황과 연결하여 이를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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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이와 같은 평가 요소에 따라 출제된 문항들은 정
보와 관련된 내용 및 프로그래밍 관련 내용을 응시자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는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센터시험 ‘정보관계기초’ 과목의 특징을 2009년
도에 시행된 시험을 근거로 정리하면 <표 Ⅱ-6-5>와 같다.
항목

과목

<표 Ⅱ-6-5> 센터시험 ‘정보관계기초’ 과목의 개요
정보관계기초

∙수학② 교과에 해당 됨
수학Ⅱ, 수학Ⅱ 수학B, 공업 수리 기초, 부기 회계, 정보 관계 기초 등
교과 ∙수학②에는
5과목이 포함되어 있음
∙수학②에 속한 5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
시험시간(배점) ∙60분(100점)
∙수능 정보기술기초 과목의 진법 및 진수 변환, 불대수와 논리회로 등의 내용과 프
출제 내용 및 로그래밍 과목의 수식과 연산자, 순서도 및 제어문의 내용이 출제 범위에 해당됨
구성 ∙필수 문항과 선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능의 <보기>에 해당되는 <해답
군>에서 정답을 고르는 형태의 문항으로 구성됨

(나) 문항 형식

센터시험 ‘정보관계기초’ 과목의 문항을 형식 측면에서 보면, 수능과 달리 진술문
의 일부분을 비워 놓고 거기에 적합한 숫자를 써 넣게 하는 서답형 문항과 해답군
(解答群) 중에서 답을 선택하도록 구성된 선다형 문항이 주로 출제되고 있다. 서답
형의 경우는 ‘정보관계기초’ 과목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진수의 진법 변환 출제에
주로 사용되었고 숫자를 넣어 완성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해답군(解答群)은 제시하
지 않는다. 서답형은 현재 수능의 문항 형식에 비하여 학생들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대규모 시험에서는 채점의 용이성이 떨어지는 단점
이 있다. 반면에 선다형의 경우는 해답군(解答群)을 제시하고 5～11개로 구성된 선
택지를 고르도록 되어 있으며 동일한 선택지에 여러 문항이 관련되어 있어 몇 개
문항의 정답을 찾은 후에는 해답군(解答群)에 남은 선택지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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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6> 센터시험 ‘정보관계기초’ 과목의 문항 구성
항목

과목

대문항
제1문

필수 문항
제2문
제3문
선택 문항
제4문

정보관계기초
중문항
소문항
문1(a～e)
10
문2(a～e)
5
문3(a～c)
4
문1
8
문2
4
문3
6
문1
7
문2
5
문3
6
문1
5
문2
6
문3
6

배점
배점 30점
배점 35점
배점 35점
배점 35점

‘정보관계기초’ 과목의 문항 구성은 필수 문항과 선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수 문항은 두 문항으로 배점이 30점과 35점이며 각각 하위 3문항으로 구성된다.
선택 문항은 두 문항으로 이 중에서 한 문항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각 하위 3문항
씩 구성되고 배점은 각각 35점이다. 각 문항의 하위 문항마다 배점이 1～3점으로 다
르게 구성되고 선택 문항의 배점은 같으나 문항 수에 차이가 있다. 선택 문항에 따
라 다르지만 9문항에 하위 문항 수가 41～42문항이며 배점은 1～3점으로, 20문항에
배점 2～3점인 수능과 비교할 때 문항의 수가 많다. 전체 문항 수는 선택 문항에 따
라 다르지만 54～55문항이며, 제한 시간이 60분이므로 문항 당 풀이 시간은 약 1분
5초로 수능의 한 문항당 1분 30초(시험시간 30분, 20문항) 보다 20초 짧다. 위 내용
을 정리하면 <표 Ⅱ-6-6>과 같다.
(다) 응시자 수와 점수

센터시험 ‘정보관계기초’ 과목의 응시자 수는 2002년도 시험에 가장 높았다가 이
후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2007년도부터 최근까지 안정된 증가 경향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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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직업 교육을 주로하는 농업, 공업, 수산, 가정, 간호, 정보, 복지 등 8개 교과에
설정되어 있는 정보에 관한 기초적 과목이 ‘정보관계기초’ 과목의 출제 범위를 이루
고 있으며, 1997년부터 이 과목 시험이 개설되면서 전문학과 출신자의 대학 진학의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 또한 대학에서도 이 과목을 채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
며 이로 인하여 전문학과와 종합학과의 대학 진학률을 상승 시키는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또한 ‘정보관계기초’ 과목은 보통과에 비하여 각 전문학과 및 종합학과가 대
학 입학에 불리한 점을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수능의 직업탐구영역의 기
능과 유사하다.
센터시험은 대학 입학을 지원하는 자의 고등학교 단계에 있어서 기초적인 학습의
달성 정도를 판정하는 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 60점 정도의 목표를 가지
고 문항이 출제된다. <표 Ⅱ-6-7>과 같이 2006년까지 목표 점수인 평균 60점에 근
접하도록 증가하였다가 이후 60점대 평균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2009년도 평균 점
수는 60.98점으로 2008년과 비교하여 7.30점 낮았으며 앞으로 목표 점수인 평균 60
점이 안정된 수준으로 나타나도록 출제할 필요가 있다.
<표 Ⅱ-6-7> 센터시험 ‘정보관계기초’ 과목의 응시자 수와 평균 점수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응시자 수 680

677

721

650

633

600

554

595

622

660

평균점수 57.83 51.65 53.34 58.88 55.63 54.75 59.58 62.06 68.28 60.98

(라) 문항의 내용

2009년도 센터시험 ‘정보관계기초 과목의 출제 내용을 정리하면 <표 Ⅱ-6-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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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8> 센터시험 ‘정보관계기초’ 과목의 출제 내용

구 문항
번호 중문항 소문항
출제 내용
비고
성 (대문항)
문1 10 진수 변환 및 정보 단위 계산 문제 -문1 해답군 없음
(a～e)
∙a～c는 2진수, 10진수, 16진수로 진수
변환을 묻는 문제
∙d～e는 영상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표현하는 계산 문제
문2 5 정보를 나타내는 방식과 정보 처리에 관 -문2 해답군 있음(2개)
(a～e)
한 기본 용어의 내용을 묻는 문제
∙a～d는 수치, 문자 등의 디지털화 변환
에 관한 용어 문제
제1문
∙e는
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용어 문제
(30점)
문3 4 행렬을 이해하고 문자와 패턴에 대응하는 -문3 해답군 있음(3개)
(a～c)
문자를 찾는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는
문제
∙a～b는 문자 패턴에 대응하는 문자를
이해하는지 묻는 문제
∙c는 문자의 모양과 방향을 자동으로 인
식하기 위한 문자열 조건을 찾는 문제
이며 응용력을 평가
필수
문항
문1 8 상품수주 정보관리시스템에서 논리 연산 -문1의 해답군의 AND, <는 정
(a～d)
자를 사용하여 검색식을 도출하는 문제 답으로 두 번 활용됨
∙a～c는 기본적인 논리식과 연산자의 의 -문1～문3에 해답군이 각각 한
미를 수주 정보와 함께 이해하는 능력 개 있으며 문3의 질문 2개는
을 묻는 문제
해답군 없이 직접 정답(숫자)
∙d는 수주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조건식 기입
을 파악하는 문제
-문1～문3은 공통적으로 해당
공통문제상황으로 상품
문2 4 수주정보 일람표에 공란을 주고 검색식의 되는
의 수주 정보를 전체 설명에
조건을
이해하고
수주처와
상품의
내용을
제2문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수능의
도출하는 문항
(35점)
제시문에 해당되고 세트 문항
과 유사함
-문1～문3으로
문3 6 수주정보 일람표에 해당되는 검색식의 조 난이도 증가 갈수록 문항의
건을 복잡하게 주고 가능한 수주처와 상 -문1～문3은 공통문제상황 이
품 조합을 모두 구하는 문제
외에 각각에 해당되는 새로운
문제 상황을 제시
-해답군에서 정답을 중복 선택
가능

<표 Ⅱ-6-8>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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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문항
번호 중문항 소문항
출제 내용
비고
성 (대문항)
문1 7 2～100의 정수가 소수인지 판별하고 100 -문1 해답군 없음
을 소인수분해하는 절차와 방법을 이해하
고 판별표를 완성하는 문제
문2 5 2～100의 정수가 소수인지 판별하는 절차 -문2 해답군 있음(1개)
를 작성하는 문제.
알고리즘을 서술적으로 풀어서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
제3문
∙판별표를 초기화하는 절차를 묻는 문제
(35점)
∙판별표를 작성하는 절차를 묻는 문제
∙2～100의 정수 중 소수인 것을 판별하
여 인쇄하는 절차를 묻는 문제
문3 6 문2와 연장하여 100을 소인수 분해하는 -문3 해답군 있음(3개)
선택
절차를 묻는 문제
-질문 3개는 해답군 없이 직접
문항
조건 판단, 반복 조건, 처리 내용 등 논리 정답(숫자) 기입
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
문1 5 워크시트 거리 계산표를 활용하여 슬로프 -문1 해답군 있음(2개)
설치를 위한 구배의 역수 구하는 문제 -문1～문3 표계산 소프트웨어
거리 계산표를 기초로 거리를 구하고 계 설명을 기초로 하여 직진슬로
산식을 완성하는 문제
프, 평행슬로프를 설치하기 위
제4문
한 문제
(35점) 문2 6 세 종류의 슬로프의 설치 조건을 완성시 -문2 해답군 있음(3개)
키는 문제
문3 6 오류 표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식을 수정 -문3 해답군 있음(3개)
하는 문제

<표 Ⅱ-6-8>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센터시험 ‘정보관계기초’ 과목은 필수 문항
에서 진수 변환, 데이터 표현, 문자열 등의 기본 내용과 논리 연산자와 논리식을 활
용한 응용 문제가 출제되었고, 선택 문항에서는 모두 프로그램 설계에 관한 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소수 찾는 법과 소인수 분해 방법 및 단차에 슬로프 설치를 위한 프
로그램 설계에 관한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제1문에서는 간단한 진수 변환, 화상 데이터 표현을 완성형으로 구성하되 문제에
직접 숫자로 답하도록 되어있고 진수 변환에서 보수의 개념, 문자 코드, 파일 압축
등의 용어 정의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있어 문항의 난이도 측면에서는 쉬운 내용
에 해당된다. 또한 제시된 해답군의 선택지가 5～7개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정답을
고르는데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여러 문제가 하나의 해답군을 함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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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답을 이미 찾은 선택지는 다음 문제를 풀 때 제외하기 때문
에 학생들에게 난이도가 높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행렬을 이용한 문자 패턴을 이해
하고 해당하는 문자를 찾는 문항이 출제되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과 소재가 활용되었고 또한 행렬에서 새로운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원리를 이해하
고 내용을 응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평가하고 있어 학생들의 응용력을 잘 평가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기초적인 데이터 변환 방법, 정보에 관한 용어의 개념
평가,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이해하고 새로운 상황에 응용하는 능력 등을 출제
하여 난이도 측면과 평가 측면에서도 매우 다양하게 출제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제2문에서는 상품수주정보를 문항의 소재로 활용하여 문1～문3에 모두 관련된 내
용으로 구성되었고 난이도를 점점 높게 구성하였다. 문1은 상품수주일람표에서 논리
연산자로 구성된 검색식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며 문2에서는 보다 발전
된 검색식을 제시하여 응용하는 능력을 평가하였으며 문3에서는 수주정보일람표의
일부를 가정하고 검색식을 적용하여 응용력을 더욱 높여 문제가 출제되었다. 학생들
이 모두 풀어야 하는 필수 문항에 상품수주정보라는 동일한 소재를 활용하여 문제
의 난이도가 낮은 문항에서부터 높은 문항까지 단계별로 출제되었고 마지막 문항인
문3은 문제 상황을 주고 응용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문항의 내용과 형식
적인 측면에서 모두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제3문과 제4문은 선택 문항으로 프로그램 작성과 관련된 문항인데 가장 큰 특징은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의 논리적 이해, 프로
그램 작성 등의 내용을 잘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3문은 소수를 판별하고 소인수
분해하는 내용을 프로그래밍 절차 별로 나누어 문1～문3의 문제를 단계별로 구성하
였다. 문1은 2～100까지의 정수를 소수로 표현하는 기본 방법을 평가하고 문2는 이를
소수인지 판별하는 절차를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절차를 프로그램화 하였고 문3은
최종 소인수분해하는 절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문항의 단점은 앞의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면 뒤의 문제도 틀릴 가능성이 높아 이 문제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학생은 문제 3개를 모두 틀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반면에 주어진 문제를 해
결하는 문제 접근 방법과 절차를 모두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다.
제4문도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이지만 제3문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제4문에만 적용
하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소프트웨어 사용 규칙을 문항에서 제시하고 이
소프트웨어 규칙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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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휠체어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도로의 높낮이가 있는 단차에 경사로(슬로프)
를 설치하는 문제 상황이 문항의 소재로 사용되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뿐만 아
니라 장애학생과 함께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도 기대되
는 좋은 문항 소재이다. 슬로프를 설치하는 조건을 세 가지 주고 이를 적용할 수 있
는 장소(양호실, 도서관 등등)을 제시하여 조건에 맞게 슬로프를 설치할 수 있는 장
소를 파악하도록 문1～문3이 단계적으로 구성되었다. 선택 문항인 제3문과 제4문의
특징은 특정한 문제 상황을 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전혀 제공하지 않
고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방법을 문제에서 설명하고 단계
를 제시하되 단계 별로 핵심이 되는 내용을 문제화하여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한다
는 점이다.
문항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2009년 시행 시험을 기준으로 센터시험의 ‘정보관계기
초’ 과목과 수능 ‘정보기술기초’ 과목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표 Ⅱ-6-9>와 같다.
<표 Ⅱ-6-9> 센터시험 ‘정보관계기초’와 수능의 ‘정보기술기초’ 과목의 비교

센터시험 ‘정보관계기초’ 과목
항목 과목
평가 목표 정보관련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
문항 형식 서답형, 해답군(群)
배점 필수 문항과 선택 문항, 각 하위 문항 별 1～3점
출제 범위 정보기술기초 및 프로그래밍 과목 내용 일부
출제 특징 정보 관련 기초 내용과 이를 응용하는 능력 평가

수능의 ‘정보기술기초’ 과목
다양한 행동 영역 평가
(지식, 이해, 적용, 탐구 등)
5지 선다형
문항 당 2점 혹은 3점
정보기술에 관한 기초 내용
정보기술에 관한 내용을 폭넓게 다룸

나. 문항 분석

(1) ‘부기 회계’ 과목의 문항 분석
(가) 문항의 구성 요소

수능의 ‘회계 원리’ 과목이 20개 문항별로 별도의 제시문을 통해 정답을 찾는 형
태와는 달리 센터시험 ‘부기 회계’ 과목의 문항은 대문별로 다량의 자료를 제공해주
고, 소문항별로 문항의 정답을 4지 선다 혹은 해답군에서 선택하거나 아니면 응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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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답을 카드에 직접 기입하는 서답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정한 대문
의 경우에는 다양한 거래 주체와 거래 내용을 제공해주고 ‘부기 회계’ 과목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고 있다.
센터시험 ‘부기 회계’ 과목 제1문의 B를 보면, 강산상사(岡山商事)와 조취상사(鳥
取商事)의 거래 내용과 당좌예금 계정의 일부를 제시하고, 거래 내용 및 당좌예금
계정에 포함되는 계정과목을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제1문 B의 문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문두는 마치 수능에서 세트형 문항
의 경우에 나타나는 세트형 문항 문두와 유사하다.
○ 센터시험 ‘부기 회계’ 과목 제1문 B의 문두

다음

은 주식회사인 강산상사(결산은 연1회, 결산일은 12월 31일)의 거래 일부이다.
자료 2 는 강산상사의 당좌예금 계정이다. 자료 3 은 조취상사의 거래 일부이다. 자료 4
는 조취상사의 당좌예금 계정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의 물음(문1 2)에 답하시오. 단, 금액의 단위는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1,000엔이고, 또한 ( )는 각자가 생각할 것.
자료 1

위 제1문 B 문두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문의 경우 여러 자료29)들을 내포하고 있
기 때문에 문두가 매우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개의 주식회사를 활용하여
실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래를 통해 장부에 기입해야 하는 내용을 알고 있
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료 내용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두의 길이가 길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제1문 B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센터시험 ‘부기 회계’ 과목 제1문 B의 자료
자료 1

강산상사 거래의 일부

2월 1일 : 광도상사로부터 5,000엔(차입기간 8개월, 이율 연 3.6%)을 차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단, 차입액은 수표로 받아 즉시 당좌예입하다.
3월 1일 : 액면총액 10,000엔의 사채를 (액면단가 100엔, 이율 연 스
지급, 상환기간 5년) 발행하고, 대금은 실수금을 받아 당좌예입하다.
29) 수능 문항의 구성요소인 제시문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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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이자 연 2회

3월 30일 :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해 이미 발행된 주식 8,000주에 대하여 1주당 50엔의 배당금 지급
을 은행에 의뢰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5월 10일 : 발행가능 주식 총수 20,000주 중에서 새로 1,000주를 주당 60엔에 발행하고 대금은 당
좌예입 하였다. 단, 대금의 일부는 자본금계정에 계상하였다. 주식발행 결과 강산상사의 ( ) 는
45,000엔, 소 는 15,000엔 증가하였다.
8월 31일 : 3월1일 발행한 사채에 대하여 제1회 이자를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9월 30일 : 광도상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와 함께 수표를 발행하여 상환하다.
자료 2 강산상사의 당좌예금 계정( 자료 1 이외의 거래는 생략 함.)
당좌예금
쓰
3/30
400
타
2/1
5,000
테
8/31
150
치
3/1
10,000
5/10 ( ) 60,000
토
9/30
5,120
자료 3 조취상사 거래의 일부
3월 1일 : 자료 1 의 강산상사가 발행한 사채를 매매목적으로 구입하고 대금 3,000엔은 수표
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5월10일 : 자료 2 의 강산상사가 발행한 주식 중 100주를 매매목적으로 구입하고 수수료100
엔과 함께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료 4 조취상사의 당좌예금 계정( 자료 3 이외의 거래는 생략 함.)
당좌예금
3/1 나
5/10 니

누

3,000
, 네 00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문항 자료로 제시된 내용이 많지만 본 자료를 활용하여
16개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적으로 자료의 양이 많다고 보기
는 어렵다.
자료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먼저 결산일내에 이루어진 다양한 거래를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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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예금 계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 내용 중 일부와 당좌예금 계정
의 계정 과목을 빈칸으로 두고 해답군(객관식 선다형)이나 숫자(서답형)를 OMR용
지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문항 구성 요소는 각 문항별 문두이다. 문항별 문두는 대문의
문두와 다르게 간략화 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 센터시험 ‘부기 회계’ 과목 문1과 문2의 문두

문1. 자료 1 , 자료 2 , 자료 4 의 공란 소 ~
해답군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단, 같은 번호를 반복 선택해도 됨.
문2. 자료 1 , 자료 4 의 공란
답용지에 표시하시오.

스

세

,

누

에 있어서 번호를 다음

니

네

에 알맞은 숫자를 해

위에 제시된 문항들의 문두를 보면 문1의 경우에는 공란에 해당하는 번호를 해답
군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객관식 선다형이고, 문2의 경우에는 알맞은 숫자를 직접
OMR용지에 기입하는 서답형이다.
다음은 문항의 구성 요소에서 마지막은 해답군이다. 이는 수능의 답지에 해당하는
요소로서, 해답군에는 다수의 답지를 제시해 놓고 있으며, 특정한 답지를 2번 이상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센터시험 ‘부기 회계’ 과목 제1문 B의 해답군

의 해답군
(0) 제좌
(1) 자본준비금 (2) 유가증권 (3) 자본금
(4) 지급어음
(5) 사채이자 (6) 이자비용 (7) 사 채
(8) 이익준비금 (9) 어음차입금 (a) 미지급이자 (b) 어음대여금
(c) 인 출 금 (d) 미지급배당금
소

~

니

(나) 문항 분석

제1문 B에는 서답형 문항과 객관식 선다형 문항이 혼재되어 있다. 먼저 서답형
문항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서답형 문항인 ‘스’, ‘세’, ‘누’, ‘네’ 4개 문항은 3월 1일자 강산상사의 거래 내용인
사채 발행과 조취상사의 당좌예금 계정에 나타난 주식매매 수수료를 관련 내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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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정답을 찾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스’, ‘세’ 문항의 평가 목표는 응시자들이 거래
내용을 통해 사채이자율을 알아내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고, ‘누’, ‘네’ 문항은 응시
자들이 주식매매 수수료의 회계 처리 방법을 알고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먼저 3월 1일자 거래 내용을 보면, 액면총액 10,000엔의 사채를 연 몇 %의 이율
로 사채를 발행했는가를 물어보고 있다. 이에 대한 정답은 강산상사의 당좌예금 계
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즉 사채이자를 연2회 지급한다고 자료에 제시되어 있으
므로 사채이자 지급일은 8월 31일과 2월 28이 된다. 8월 31일에 사채이자를 지급하
게 되므로 당좌예금 계정의 8월 31일자를 보면 150엔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
해, 연간 사채이자는 300엔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사채이자를 연2회
에 걸쳐 지급하는데, 이 중 8월 31일에 1회분 150엔을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채발행 총액 10,000엔에서 사채이자는 300엔이므로, 사채이자율은 3.0%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스’의 정답은 3, ‘세’의 정답은 0이 된다.
이 문항은 연2회 사채이자 지급 조건에서 당좌예금 계정을 통해 1회분 사채이자
의 금액을 파악하고 연간 사채이자를 계산해감으로써 정답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연간 사채이자를 계산하면 쉽게 사채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문항이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또 다른 객관식 선다형 문항인 ‘테’문항과 간섭 현상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스’의 정답이 3이고 ‘세’의 정답이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시자는 당
좌예금 계정의 계정과목이 ‘사채이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한된 자료에서 2개 이상의 문항을 출제하는 문항 형식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 다른 서답형 문항인 ‘누’와 ‘네’는 조취상사의 당좌예금 계정, 조취상사의 5월
10일 거래 내용 및 강산상사의 5월 10일 거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함으로써 정답
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구체적으로 ‘누’와 ‘네’문항은 주식 매매
에 따른 수수료가 해당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응시자들이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문항이다.
비록 ‘누’와 ‘네’문항이 다양한 자료의 조합을 통해 정답을 찾도록 구성되어 있지
만 응시자들이 정답을 찾는 과정에 많은 사고력을 요하지는 않는 문항이다. 왜냐하
면, 조취상사는 강산상사가 60엔에 발행한 주식 100주를 매매목적으로 구입하고, 증
권 거래에 따른 수수료 100엔을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조취상사의 당좌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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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계정에는 ‘유가증권 6,100’30)이 기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식 매입에 따른 매
입제비용이 취득원가에 포함된다는 기본적인 학습 내용을 알고 있는 응시자는 쉽게
정답을 찾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객관식 선다형 문항은 서답형 문항과 마찬가지로 ‘부기 회계’ 과목의 기본적인 학
습 원리 혹은 학습 내용을 알고 있으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
져 있다. 특히 해답군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평가 요소가 주로 해당 거래에 따른
차변과 대변 요소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대다수이다.
객관식 선다형 문항인 ‘쓰’는 발행된 주식 8,000주에 대해 주당 50엔의 배당금을
수표 발행을 통해 지급하였을 경우 당좌예금 계정 대변에 나타나는 요소가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평가 요소로 삼고 있다. 이는 수능 ‘회계 원리’
과목에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과 동일한데, 현금 배당을 선언한 일자의 회계 처리는
(차)미처분이익잉여금 ××× (대) 미지급배당금 ××× 으로 처리되고, 배당 지급일의
회계 처리는 (차) 미지급배당금 ××× (대) 현금 ××× 으로 처리된다. 결국 ‘쓰’ 문
항은 주식에 대한 현금 배당시 미지급배당금이라는 계정과목이 차변에 표시된다는
원리를 알고 있으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객관식 선다형 문항들이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간섭 현상이 객관식 선다형 문항에도 나타나고 있다. 즉 ‘나’와
‘니’문항의 경우, 유가증권의 종류에 사채와 주식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응시자의 입장에서 하나의 교과 내용을 모르면 하
나의 문항이 틀리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나’와 ‘니’문항은 유가증권을 모르면 2개 문
항 모두를 틀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서답형 문항과 객관식 선다형 문항 간에 간섭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단일 계정을 통해 다수 문항의 정답을 찾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강산상사의 당좌예금 계정을 보면, 한 개의 계정에 6개의 거래
요소를 표시하고, 6개의 문항을 출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항 구
성에서 나타나는 간섭 현상은 서로 다른 계정 과목이 요구되는 거래 내용으로 자료
를 구성하거나, 유사한 계정 과목은 통합하여 출제함으로써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30) 센터시험 ‘부기 회계’ 과목에서 주식, 사채 등은 유가증권으로 통용하고 있으나 수능의 ‘회계 원리’
과목에서는 매매를 통해 단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
계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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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시행된 시험을 통해 센터시험의 ‘부기 회계’ 과목의 문항을 형식적인 측면
에서 보면 계정 과목을 선택하는 선다형 문항이나 금액을 직접 기입하는 서답형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면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기 회
계’ 과목의 문항은 교과 내용의 기본 원리를 응시자들이 잘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를 수능의 ‘회계 원리’ 과목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과
유사한 제1문 A의 문항 분석을 통해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센터시험 ‘부기 회계’ 과목의 제1문 A 문두와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센터시험 ‘부기 회계’ 과목 제1문 A의 문두와 자료

A 다음 계정의 [ 0 ] ∼ [ 9 ]는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 계정에 기입할 때 계정계좌를 나타낸
것이다. 계정에 대하여 14페이지에서 16 페이지의 問 1∼問 5에 답하시오. 단, 금액의 단위는 천엔 임.

[ 0 ]

자산계정

[ 4 ]

자본계정

[ 8 ]

수익계정

[1 ]
[ 5 ]

[ 2 ]
[ 6 ]

부채계정

[ 3 ]

비용계정

[ 7 ]

[ 9 ]

위와 같은 제1문 A 문두와 자료에 따른 문1의 문두와 답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센터시험 ‘부기 회계’ 과목 제1문 A 문1의 문두와 답지

문1. 위 그림의 [ 2 ]와 [ 1 ]에 기입할 거래에 대하여 거래요소의 결합관계를 ∼③에서 하
나를 선택하시오. 아
자산의 증가와
① 부채의 감소와
② 부채의 증가와
③ 부채의 감소와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

위 문1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계정을 거래의 8요소에 따라 정리할 수 있
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응시자는 [차변 요소]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이고, [대변 요소]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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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익의 발생이 기록되는 거래의 8요소 기장 방법을 알고 있으면 ③번이 정답이 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문항은 학습한 내용을 어떤 상황에서도 사고
과정을 통해 기억해 내는 능력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형태이다. 특히 법칙이나 원리, 이
론, 학설 등에 관한 내용을 기억하는 수준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이다.
(다) 센터시험 ‘부기 회계’ 과목 문항과 수능 ‘회계 원리’ 과목의 문항 비교 분석

센터시험 ‘부기 회계’ 과목의 제1문 A에서 문1의 내용을 기준으로 행동 영역을 판
단하면 수능 ‘회계 원리’ 과목에서 활용하는 행동 영역 중 하나인 ‘지식형’에 해당된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지식형’이라 하더라도 문항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서로 다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문 A의 문1 평가 요소(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가 유사한 수능 ‘회계 원리’ 과
목의 기출 문항31)의 문두, 제시문, <보기> 선택지, 답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수능 ‘회계 원리’ 과목의 문항(2008학년도 수능 1번)

1. 다음 장부의 분개에 대한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

① ㄱ, ㄴ
④ ㄴ, ㄹ

② ㄱ, ㄷ
⑤ ㄷ, ㄹ

기>

③ ㄴ, ㄷ

31)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 영역 ‘회계 원리’ 과목 1번 문항으로서, 합답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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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 ‘회계 원리’ 과목의 기출 문항은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에 대한 이해 능
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본 문항은 분개장에 기재된 기장 내용에
서 차변 요소는 단기차입금과 이자비용 계정이 있고 대변에는 현금 계정이 있으므
로, 차변 요소는 부채의 감소와 비용의 발생이, 대변 요소는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
진 거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있다. 이 문항은 ‘지식형’으로 분류된 문항으
로서,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분개장에 기재된 기장 내용을 통해서 묻고 있다는
점에서 응시자들의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위 기출 문항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수능 ‘회계 원리’ 과목의 ‘지식형’은 특정한 거
래 사실을 교과 내용에서 학습한 법칙이나 원리 등을 기억하여 정답을 찾도록 구성
하고 있다. 즉 위 응시자들이 분개장에 기입된 거래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것이 거래
의 8요소로 어떻게 분리되는지를 아는 능력을 평가하는 형태의 문항이 출제됨으로
써 응시자들이 분개장에 축약된 거래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문항의 정답을 찾
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지식형’의 행동 영역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수능의 ‘회계 원리’
과목의 문항은 응시자들이 제시문을 통해 해당 상황을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비
해 입시 센터 ‘부기 회계’ 과목의 문항은 교과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충
실하게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정보관계기초’ 과목의 문항 분석
(가) 문항의 구성 요소

수능의 ‘정보기술기초’ 과목이 20개 문항별로 별도의 제시문을 통해 정답을 찾는
형태와는 달리 센터시험 ‘정보관계기초’ 과목의 문항은 자료 제공 없이 단답형이나
완성형으로 구성된 서답형 문항과 이를 해답군에서 찾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또한
대문항에서 공통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소문항 별로 변경된 자료를 제시하여 해답
군에서 정답을 찾거나 단답형이나 완성형으로 문항이 구성된다.
○ 센터시험 정보관계기초 제1문 문1

<제1문> 문1
a. 2개의 10진수 31과 가나 의 합을 2진수로 나타내면 111111이다.
b. 임의의 8자릿수인 2진수는 다 자릿수의 16진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것보다 하나라도 작은
자릿수로는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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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e. 가로 1024개, 세로 768개의 화소로 구성된 화상은 1화소당의 정보를 32비트로 나타내면 사
M바이트의 데이터로서 보존된다. 이와 같은 화상을 1초간에 30매 표시하여 재생되는 동화상을 4
초간 녹화한 경우, 아자차 M바이트의 데이터로서 보존된다. 단, 1바이트=8비트, 1K바이트=1024
바이트, 1M바이트=1024 K바이트로 한다. 또한 데이터 압축은 하지 않으며, 화상 이외의 정보에 대
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센터시험 ‘정보관계기초’ 제1문 문1은 a～e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단답형의 형식이
며 해답군을 사용하지 않으며 내용은 진수 변환과 데이터 변환에 대한 기본적인 내
용으로 구성되었다.
제1문 문2는 a～e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단답형의 형식으로 해답군을 사용하여 정
답을 고르되 하나의 해답군에서 두 개의 정답으로 고르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이 형
식 또한 수능에서는 없는 형식으로 수능은 하나의 해답군에 한 문항만 해당되어 정
답을 고르도록 구성된다. 내용은 ‘정보관계기초’와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위 형식은 모두 수능에서 사용하지 않는 형식으로
센터시험 ‘정보관계기초’ 과목 문항 형식의 특징에 해당된다.
○ 센터시험 정보관계기초 제1문 문2

<제1문> 문2
a. 컴퓨터상에서 음의 정수를 다루는 경우에 이용되는 표현의 하나. 카
b. 컴퓨터상에서 문자를 다룰 때 이용되는 문자에 대응시켜진 번호. 타
c. 음(소리)을 컴퓨터에서 취급하기 위해, 마이크 등으로 얻어진 음의 신호를 일정한 시간간격으
로 취득하는 것. 파
d. 선이나 다각형 등을 좌표 및 길이 등의 수치 데이터로 나타내, 그것들을 조합시켜 그림을 표현
하는 방법. 하
e. 문서나 화상 등의 파일 크기를 작게 하기 위해, 일정한 규칙에 기초하여 파일의 내용(데이터)
을 변환하는 처리. 거

○ 센터시험 정보관계기초 제1문 문2의 해답군
카

～ 타 의 해답군
ⓞ 문자 코드
① 보수
③ 부동소수점수 ④ 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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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수
⑤ QR 코드

～ 거 의 해답군
ⓞ 신장
① 표본화(샘플링)
③ 해상도
④ D/A 변환
⑥ 래스터 표현
⑦ 아날로그 표현

파

② 벡터표현
⑤ 압축

대문항에서 공통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소문항 별로 변형된 자료를 제시하여 해
답군에서 정답을 찾거나 단답형이나 완성형으로 구성된 문항을 살펴보면 해당되며
상품의 수주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문항의 소재로 활용하여 수주정보 일람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2문 하위 문항인 문1～문3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검색식의
조건 설명을 문항에 제시한다. 검색식의 조건 설명을 살펴보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내용 뿐만 아니라 논리 게이트명과 그 의미도 설명하고 검색식 조합의 방법과
그 의미를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것은 기본적인 논리 게이트명과 그 의미를
이미 학생들이 숙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거나 숙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응용 문항
을 출제하는 수능과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항 형식과 내용을 바탕으로 제2문의 하위 문항 문1을 살펴보면 문1은
제시된 공통 기본 자료의 이해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는 공통 사항으로
제시된 검색식을 잘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며 하나의 해답군(11개로 구성)
에서 8개 문제의 답을 찾도록 구성되었으나 중복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학
생들에게는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명확하게 내용을 이해한 학생이 정답
을 맞을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며 수능 조합형의 경우 <보기>의 내용을 선택적으
로 고르면서 정답을 유추하는 단점을 보완한다.
○ 센터시험 ‘정보관계기초’ 제2문 문1과 해답군

<제2문> 문1
a. 수주일이 4월 26일인 수주정보를 검색하는 경우의 검색식은 수주일 가 4/26 이다.
b. 상품 Y에 대해서 수주처가 C이외인 수주정보를 검색하는 경우의 검색식은,
나 ( 다 (수주처=C), 상품= 라 )이다.
- 중략 가 ～ 아 의 해답군
ⓞ AND
① OR
② NOT
③=
④>
⑤<
⑥≧
⑦≦
⑧X
⑨Y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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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문의 하위 문항 문2와 문3을 살펴보면 문1～문3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기본 자
료보다 응용된 자료를 각각 제공하고 문2보다 문3의 자료가 더욱 응용된 자료로서
난이도가 높은 문항을 출제한다. 문2는 제시된 ‘수주정보 일람2’에 자 ～ 차
의 내용을 검색식 P, Q로부터 비교적 몇 가지의 경우만 비교하면 쉽게 구할 수 있
으나, 문3은 제시된 ‘수주정보 일람3’의 괄호의 정보가 검색식 R, S로부터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우의 수를 모두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문2에 비하여 문제를 푸는 데 시
간이 걸리며 난이도가 높은 응용된 내용을 평가한다. 또한 파～하는 해답군에서 정
답을 찾도록 되어 있으나 너～더는 직접 숫자를 OMR용지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능이 <보기>나 직접 답지에서 정답을 찾는 형식을 반드시 지키고 출제하는
데 비하여 센터시험 ‘정보관계기초’의 출제는 형식이 비교적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 센터시험 ‘정보관계기초’ 제2문 문2와 문3

<제2문> 문2
새로운 수주정보 일람을 표 2에 제시한다. 수주처는 A, B, C, 상품은 X, Y, Z 중의 하나이다.
표 2 수주정보 일람2
번호 수주처 상품 개수 수주일
1 자 X 20 5/11
2 B 차 15 5/12
3 C Z 3 5/13
4 카 X 30 5/14
5 B 타 5 5/15
6 B Y 12 5/19
표 2에 대해서, 아래의 검색식 P 및 검색식 Q로 검색을 행하였다.
검색식P AND(수주처=B, NOT(OR(상품=Y, 상품=Z)))
검색식Q AND(NOT(수주처=C), OR(상품=Z, 수주일≦5/14))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검색식P로 검색한 결과, 표시된 수주정보의 번호는 1과 2였다.
∙ 검색식Q로 검색한 결과, 표시된 수주정보의 번호는 1, 2, 4, 5였다.
- 중략 <제2문> 문3
새로운 수주정보 일람을 표 3에 제시한다. 수주처는 A, B, C, 상품은 X, Y, Z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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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
2
3

표 3 수주정보 일람3
수주처 상품 개수 수주일
(a) X 10 5/20
A X 12 5/21
(b) (c) 30 5/22

표 3에 대해서, 아래의 검색식R 및 검색식S로 검색한 결과를 토대로, 고려될 수 있는 표 중의
(a), (b), (c) 조합을 조사하도록 한다.
검색식R
AND(수주처=A, 상품=X)
검색식S
AND(수주처=B, NOT(상품=A))
(a)를 A로 가정한 경우의 (b), (c)의 조합은 파 또는 하 로 된다.
- 중략 이상의 결과로부터, (a), (b), (c) 조합의 총수는 너 가지로 된다.
다음으로, 검색한 결과 표시되는 수주정보의 건수가 검색식R에서는 2건, 검색식S에서는 0건
이었던 사례를 고려한다. 이 경우, (a), (b), (c) 조합의 총수는 더 가지로 된다.

(나) 문항 분석

센터시험 ‘정보관계기초’의 문항 구성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수능의 ‘정보기술기초’
와 ‘프로그래밍’ 과목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필수 문항은 수능 ‘정보기
술기초’, 선택 문항은 ‘프로그래밍’ 과목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다
음의 문항 분석은 필수 문항과 선택 문항을 하나씩 분석하고자 한다.
필수 문항인 제1문의 문2는 컴퓨터의 정보 표시 방법과 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
및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이 용어를 해답군에서 찾는 문항이다. 이 문항은 용어에
관한 명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며 이론 중심, 내용 중심의 문항으로 난
이도 측면에서 쉬운 문항으로 판단된다. 컴퓨터의 정보 처리와 관련된 용어를 정확
하게 파악하는 능력은 이후 이를 활용하여 응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매
우 중요한 요건이 된다. a는 음의 정수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보수의 개념을 평가하
고 있으며 컴퓨터에서는 음수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있
다. 또한 b는 컴퓨터에서 문자 데이터를 표현할 때 어떻게 문자를 인식하고 표현하
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대표적인 아스키(ASCII) 코드, 확장 2진화 10진 코드
(EBCDIC), 유니(UNI) 코드 등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용어를 평가하고 있다.
c～e는 컴퓨터에서 영상 데이터와 소리 데이터의 표현에 관한 기본 용어의 개념
을 평가하는 문항으로서 c는 아날로그 소리 신호를 디지털 컴퓨터에 2진수의 0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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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환시켜 표현하는 내용을 평가하며, d는 영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 중에서 벡터 방식에 관한 내용을 평가하며, e는 문서나 화상의 파일 크기
를 일정 규칙으로 압축하는 내용을 평가하여 실생활에 많이 활용되는 내용을 출제
하였다. 결과적으로 문2의 문항에서는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기본적인 방식
을 모두 평가하고 있다. 해답군은 서로 관련 있는 a와 b, c～e를 각기 다른 해답군
으로 묶고 여기에서 하나 씩 정답을 선택하도록 서답형으로 구성되었다. a와 b에 관
련된 해답군은 총 6개의 항목 중에서 정답 2개를 고르는 것으로 a의 정답인 ‘보수’
와 혼돈할 수 있는 매력적인 오답은 ‘부동소수점수’와 ‘소수’로서 실제로는 총 3개의
항목 중에서 정답 하나를 고르도록 구성된 것과 같다. b의 정답인 ‘문자 코드’와 혼
돈할 수 있는 매력적인 오답인 ‘QR 코드’, 비교적 명백한 오답인 ‘폰트’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은 3개 항목 중에서 정답 하나를 고르도록 구성된 것과 유사하다. c～e와
관련된 해답군은 총 8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3개 문항에 8개의 선택 항목
중에서 정답을 고르는 것이므로 a, b와 관련된 해답군의 구성보다는 형식적인 측면
에서 난이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정보관계기초’ 과목의 내용 특성 상 필수 문항인 제1문 문2는 고차적인 사
고력을 측정하거나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응용력을 평가하기 보다는 문항에 제
시된 용어의 정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수준의 문항으로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아래에 예시한 선택 문항 제3문의 문2는 2～100까지의 정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절차를 작성하는 문제 상황을 설정하고, 앞의 문1과 연계하여 문2의 문제
를 해결하도록 구성되었다. 이 문항은 학문(이론) 중심, 내용 중심의 이해형 문항으
로 문항의 형식만 볼 때는 이론과 실습형, 적용 및 응용형 문항으로 판단할 수 있으
나 제시된 문제 상황 설정해 놓고 이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절차를 문항에서 제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형 문항에 해당된다. 또한 문항의 형식적인 구성만 볼 때는
프로그래밍 언어 실습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내용만 이해하
면 풀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다. 우선 ‘판별표를 초기화하는 절차 그림 1’을
이해한 후 그림 2와 관련된 ‘판별표 작성하는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1의 내
용을 이해하고 정답(가～나)을 구한 후 문2의 내용을 풀 수 있다. 따라서 문1을 해
결하지 못하면 문2를 해결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문2 아～차의 내용은 판별
표 작성하는 절차를 나타내며 구조 상 프로그래밍의 for문의 형태를 가지고 if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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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도 함께 가지고 있다. 위 절차는 학생들도 프로그램 언어로 쉽게 프로그램을 짜
고 코딩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자세하게 설명되었으며, 학생들의 논리적인 사고력을
평가하기에 매우 좋은 문항으로 판단된다.
‘소수를 판별해서 인쇄하는 절차’를 평가하는 카～타의 내용은 소수인 것을 판별
하여 인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짜는 경우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01)번부터 (17)번의 내용은 결국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적용하여 코딩하면 바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문항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학습 효
과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아～타의 해답군은 12개의 선택지로 구성되어 이 중에서 5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
으로 중복 정답을 선택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난이도가 높게 구성되었다.
실제로 해답군의 구성은 매우 매력적인 오답이 함께 구성되어 프로그램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정답을 고르기 어렵게 되어 있다. 반면에 해답군의 선택
지를 모두 답지에 대입해 보면 거꾸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이는 해답군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보관계기초’ 선택 문항의 특징은 수능 ‘프로그래밍’ 과목 내용과 관련이 있으며
특정 C언어나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프로그래밍 전반에 관한 프로
그램 이해 능력 및 작성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수능과 매우 큰 차
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센터시험 ‘정보관계기초’ 제3문 문2

<제3문> 문2
2～100의 정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절차를 작성하고 싶다.
문 1에 제시한 판별표를 배열 Yakusu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판별표의 번호를 배열 Yakusu의 첨
자로 판별표의 값을 배열 Yakusu의 요소로 나타낸다. 판별표를 초기화하는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01) i를 2부터 100까지 1씩 증가시키면서,
(02) ∣ Yakusu[i] ← 0
(03) 를 반복한다.
그림 1 판별표를 초기화하는 절차
판별표를 작성하는 절차는 그림 2와 같다. 이 절차는 우선 첨자가 2의 배수인 모든 요소에 2가 대
입된다. 이어서 첨자가 3의 배수, 가 의 배수, 나 의 배수인 모든 요소에 각각 3, 가 ,
나 가 순차적으로 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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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i 를 2부터 100까지 1씩 증가시키면서,
(05)
만약 Yakusu[i] = 아 라면
(06)
j←i
(07)
j ≤ 자 인 경우,
(08)
Yakusu[i] ← i
(09)
j← 차
(10)
을 반복한다
(11)
을 실행한다
(12) 를 반복한다.
그림 2 판별표를 작성하는 절차
그림 2의 절차를 실행한 결과, 배열 Yakusu의 첨자와 요소가 일치하는 것이 소수이다. 따라서
2～100의 정수중 소수인 것을 판별해서 인쇄하는 절차는 그림 3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01)～(03) (그림 1 판별표를 초기화하는 절차)
(04)～(12) (그림 2 판별표를 작성하는 절차)
(13)
i 를 2부터 100까지 1씩 증가시키면서,
(14)
만약 Yakusu[i] = 카 라면
타 를 인쇄한다
(15)
(16)
을 실행한다
(17)
를 반복한다.
그림 3 소수를 판별하여 인쇄하는 절차
아

～

ⓞ0
③ 100
⑥ i +1
⑨ j +1

타

의 해답군
①1
④ i -1
⑦i*I
ⓐj*2

②2
⑤ i
⑧ j +i
ⓑ Yakusu[j]

(다) 센터시험 ‘정보관계기초’ 과목 문항과 수능 ‘정보기술기초’ 및 ‘프로그래밍’과목의
문항 비교 분석

센터시험 ‘정보관계기초’ 과목 필수 문항, 선택 문항과 내용 또는 형식이 유사한
수능 ‘정보기술기초’ 및 ‘프로그래밍’ 문항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필수 문항 제1문 문1의 e문항 내용은 200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정보기술기
초 1번 문항과 유사하다. 컴퓨터에 사용되는 용량의 단위와 그 의미에 관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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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문항으로서 KB와 MB 단위에 대한 정의 및 내용을 평가하였으며 이해형
문항에 해당된다. 컴퓨터의 단위와 그 저장 용량은 실제 생활에 있어서 많이 활용되
고 있기 때문에 문항의 소재로 매우 타당하다. 1KB가 103이며 1MB는 106임을 파악
하고 있으면 쉽게 계산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
기 어렵다. 이 문항은 센터시험 ‘정보관계기초’의 문항과 유사한 내용을 평가하고 있
으며 문항의 소재도 동영상을 활용하여 유사하다. 다만 수능 문항은 5지 선다형으로
5개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의 정답을 고르는 반면에 제1문 문1의 e문항은 해답군 없
이 괄호 안에 직접 숫자를 기입하는 서답형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정답을 유추하
기 어려운 형태로 구성되었다.
○ 200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정보기술기초’ 1번

1. 다음 상황에서 하드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사진의 수로 가장 가까운 것은?

① 5장
④ 100장

② 10장
⑤ 500장

③ 50장

필수 문항 제2문 문2의 a문항 내용은 200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정보기술기
초’ 13번과 유사하다. 이 문항은 10진수를 2바이트의 고정소수점 데이터 형식으로
표현하고 이를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적용형 문항으
로 개발되었다. 1의 보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2의 보수를 위해 1을 더하고 부호
를 표현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알면 풀 수 있는 문항이지만 보수에 관한 기본 사항
및 부호를 알지 못하거나 고정소수점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기 어렵
다. 고정소수점 데이터 형식을 표현하는 문항은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었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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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며 적용형 문항으로 타당한 문항에 해당된다. 그러나 학생들
에게 난이도 측면에서 어려운 문항에 해당되어 변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문항
에서 묻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줄여 한 두가지를 묻거나 괄호 안의 내용을 묻는
등 서답형 문항으로 수정하면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변별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00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정보기술기초’ 13번

13. 다음은 10진수를 2바이트의 고정소수점 데이터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A～C의 크기를 비교
한 것으로 옳은 것은? [3점]
10진수
표현 방법
2바이트의 2진수
A
부호와 절대값
1000 0000 0000 0111
B
1의 보수
1111 1111 1111 1001
C
2의 보수
1111 1111 1111 1001
① A > B > C
② A > B = C
③ A = C > B
④ B > A = C
⑤ B = C > A

선택 문항 제3문 문2은 200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프로그래밍’ 15～16번 문
항, 6월 모의평가 ‘프로그래밍’ 16～17번 문항과 유사하다. ‘프로그래밍’ 15～16번 문
항은 세트형 문항으로서 반복문을 재귀호출로 작성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프로그램이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서 문항의 형식은 프로그램 코드의
일부를 괄호로 처리하여 전체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괄호 안에 적합한 수식을 구하
는 내용이다. 이 문항은 ‘재크와 콩나물’ 동화의 내용을 문항의 소재로 활용하여 학
생들의 흥미를 높였으며, 문항의 조건에서 첫날에 1미터 자라고 그 다음날부터 나무
의 높이가 전날의 2배가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프로그램으로 코드화하면 if
(day == 1) return 1; 수렴 조건을 묻고 있으므로 return jack (a-1) * 2로, 이중 수렴
조건을 묻고 있으므로 정답은 a-1이다. 재귀호출(recursive call)은 일정 함수에서 자
신을 계속적으로 반복호출 하는 방식으로 모든 반복문은 재귀호출로 표현할 수 있
다. 또한 재귀호출은 스택(stack)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이 문항
은 센터시험 문항에서 프로그램의 일부분의 수식을 구하는 문항과 형식적인 측면에
서 유사하지만 평가 내용은 차이를 보인다. 수능의 문항은 세트형 문항으로 수식과
결과값의 내용을 평가하고 있지만 센터시험 문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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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중시한다.
○ 200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프로그래밍’ 15～16번

[15～16] 다음은 동화에 나오는 콩나무의 높이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5. 위 프로그램의 점선 (가)에 들어 갈 식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a-2 ② a- 1 ③ a ④ a+1 ⑤ a+2
16. 위 프로그램에서 일수로 7을 입력할 때, 출력되는 나무 높이는?
① 8 ② 16 ③ 32 ④ 64 ⑤ 128

2009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프로그래밍’ 16～17번 문항은 센터시험 ‘정보관계
기초’ 과목 선택 문항 제4문 문3과 형식적인 측면이 유사하다. 이 문항은 주어진 상
황과 조건을 이해하고 7 세그먼트에 숫자 2를 나타내기 위한 배열 값을 찾는 능력
을 평가하고, 7 세그먼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여 배열에 결과 값을 얻어내고 이 결
과 값을 7 세그먼트에 대입하여 어떤 숫자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한
다. 세트형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17번 문항은 새로운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결과를 구하도록 되어 있어 ‘정보관계기초’ 제4문 문3과 문항의 형식이 유사하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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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은 앞의 문2와 문항의 내용이 연계되어 있지만 새로운 문제 상황(단차 설치 시 ‘에
러’가 표시되면 어떤 종류의 슬로프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안검토필요’로 표
시하도록 함)을 제시하여 답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17번의 경우는 배열 seg에 초기
값 1,0,0,1,1,0,1을 한자리씩 오른쪽으로 이동한 결과는 1,1,0,0,1,1,0 이며, 이것을 7 세
그먼트에 대입하면 숫자 4이므로 정답을 구할 수 있는데, 학생들에게는 배열의 값들
을 한 자리씩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며 마지막 자리는 첫 번째 자리로 이동하여 자리
를 회전하는 것을 알면 쉽게 풀 수 있으나 이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항이다. 이와
같이 공통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응용한 새로운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문항을
구성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수능과 센터시험 문항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00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프로그래밍’ 16～17번

[16～17] 다음은 7 세그먼트 LED에 대한 설명과 프로그램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7 세그먼트 표시]
○ 7 세그먼트는 7개의 LED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LED는 배열의 해당 요소에 대응된다. 해당 요
소에 1이 설정되면 해당 LED에 불이 켜진다.
○ 7 세그먼트의 세부 LED표시

○ LED에 숫자 을 표시하기 위한 배열 값은 0, 1, 1, 1, 1, 1, 1이 된다.
16. 위 7 세그먼트에 숫자 를 표시하기 위한 배열 값으로 옳은 것은?
① 0, 0, 0, 0, 0, 1, 0
② 0, 1, 0, 0, 1, 1, 1 ③ 1, 0, 0, 1, 1, 1, 1
④ 1, 0, 1, 0, 0, 1, 1
⑤ 1, 0, 1, 1, 0, 1, 1
17. 위 배열 seg의 초기값 (가) 를 1, 0, 0, 1, 1, 0, 1으로 설정했을 때, 출력 결과 값에 따라 LED
에 표시되는 숫자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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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능에 주는 시사점

【부기 회계】
센터시험의 ‘부기 회계’ 과목의 문항과 수능 직업탐구 영역 ‘회계 원리’ 과목의 문
항 비교는 두 과목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응시자의 특성 및 세부적인 출제 범위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문항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32) 그러나
센터시험의 ‘부기 회계’ 과목 문항을 분석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고, 이
러한 시사점을 수능 ‘회계 원리’ 과목에 반영함으로써 차후 ‘회계 원리’ 과목에서 출
제되는 문항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센터시험의 ‘부기 회계’
과목의 문항을 분석하여 얻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센터시험의 ‘부기 회계’ 과목 문항은 부기 및 회계의 기초에서 기본적인 원
리에 해당하는 교과 내용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일본 부기 및 회계 교육
이 적용이나 탐구 중심이 아니라 기본적인 교과의 원리 및 내용의 이해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 방향은 고등학교 ‘부기 회계’ 가 기
본적인 지식의 습득 및 학습의 목표를 평가한다는 방향과 일치한다. 따라서 센터시
험의 ‘부기 회계’ 과목은 전체적인 평가의 방향과 일치되는 적합한 문항이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평가의 방향과 일치되는 평가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응시자들에게 바른 학습의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고등학교 현장 교육에서 적절한
회계 원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수능 ‘회계 원리’ 과목 역시 과목의 교육
과정 및 평가 방향33)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 평가 방향에 적합한 문항이 출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능 시험의 성격인 고차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지식, 이해, 적용, 탐구 형태로 출제함으로써 단순한 자격증
시험과는 차별화된 문항 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과목의 출제 범위 및 내용은 각종 회계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일본의 경
32) 센터시험의 성격은 고등학교 과정의 기초적인 학습 목표의 성취도를 평가하지만 수능은 응시자의
고차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과목의 내용 측면에서 보면, 센터시험
의 ‘부기 회계’ 과목은 ‘부기’ 과목과 ‘회계’ 과목이 결합되어 출제되는 반면, 수능 ‘회계 원리’ 과목
은 회계의 원리에 초점을 맞추어 출제되고 있다.
33)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회계 원리’ 과목의 교육 목표는 회계의 순환 과정을 이해하고 기
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관련된 회계 처리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회계 정보 산출을 위한 결
산 절차를 알고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과 관련된
회계 흐름을 이해하고, 기초적인 회계 처리 능력을 배양하는데 평가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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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008년보다 회사법이나 새로운 각종 회계 기준을 반영한 내용의 ‘부기’와 ‘회계’
교과서가 보급되어 있지만, 각 학교의 교육 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2010년
도 센터시험을 준비하는 재학생은 개정 후의 교과서로, 2010학년도 이전 졸업생은
개정 전의 교과서를 통해 공부하였기 때문에 어느 교과서를 기반으로 문항을 출제
하느냐에 따라 수험생 간 유 불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센터시험은 이러
한 수험생 간 유 불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통의 학습 요소를 기반으로 출제
하고 있다. 수능 ‘회계 원리’ 과목 역시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기업회계기준
서 제21호의 내용을 기초로 출제하고 있으며 기존의 회계 기준으로 학습한 응시자
가 불리하지 않도록 문항 제시문 하단에 기존의 계정 과목을 함께 병기해주고 있다.
특히 ‘회계 원리’ 과목은 기업회계기준의 변화 및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
서 출제되는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출제 내용의 변화에 따라서
응시자 간 유 불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센터시험의 ‘부기 회계’ 과목은 동일한 내용 요소를 활용하여 2개 이상의 문
항이 출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문제 1의 A문항의 경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의 차변과 대변에 영향을 주는 거래 등을 5개의 물음을 통해 묻고 있다. 이는
거래의 8요소라는 하나의 내용 요소에서 5개의 문항이 출제되는 형태이다. 이는 중
요한 교과 내용 요소에 대한 강조라는 긍정적 측면과 특정 내용 요소에 문항이 집
중되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수능 ‘회계 원리’ 과목은 특정
한 내용 요소가 중복되어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하나의 제시문을 통해
세트형 문항이 출제되더라도 문항 간 서로 다른 내용 요소를 이용하고 출제함으로
써 단원 간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센터시험의 ‘부기 회계’ 과목과 수능
‘회계 원리’ 과목 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센터시험의 ‘부기 회계’ 과목은 대문(大問)이 있고, 하나의 대문 안에 다시
여러 개의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대문에 제시문(혹은 자료)의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수능 ‘회계 원리’ 과목은 하나의 제시문에 하나의 문
항이 출제되므로 제시문의 내용이 길어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1문
항을 평균적으로 1.5분34)에 해결해야 하는 과목의 특성 상 제시문의 양을 적절히 조
절하여 이를 읽고 이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34) ‘회계 원리’ 과목의 시험 시간은 30분이고, 출제되는 문항 수가 20문항이므로 평균 1문항 당 1.5분
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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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센터시험의 ‘부기 회계’ 과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객관식 선다형 문항의 답
지인 해답군은 매력적인 오답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수능 ‘회계 원리’ 과목은
해답군을 사용하지 않고 각 문항마다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답지를 구성하기 때문
에 각 문항마다 매력적인 오답지를 포함시켜 출제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오답지의
매력도를 높여 출제하는 과정에서 복수 정답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다. 매력적인 오답은 문항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반론
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지나치게 매력도에 집중함으로써 복수 정답 가능성이 발생
한다면 이는 오히려 문항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에서의 오답 매력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센터시험의 ‘부
기 회계’ 과목은 비록 높은 비중은 아니지만 서답형 문항을 일부 출제하고 있다. 이
러한 서답형 문항은 응시자들의 다면적인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 줄 뿐만 아
니라 현장 교육에서 다양한 학습 방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보관계기초】
센터시험 ‘정보관계기초’ 과목의 문항과 수능의 직업탐구 영역 ‘정보기술기초’, ‘프
로그래밍’ 과목은 시험 자체의 성격과 과목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는
무의미할 것이다. 이는 마치 과거 우리나라의 학력고사 문항과 수능 문항을 일률적
으로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
고 센터시험 ‘정보관계기초’ 과목의 내용과 형식의 특성을 분석하고 수능 ‘정보기술
기초’, ‘프로그래밍’ 과목과의 차이점을 정리함으로써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센터시험 ‘정보관계기초’ 과목의 문항은 교과의 기본 원리 측정 문항과 이를
응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고르게 출제되어 센터시험의 성
격에 부합되는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직업탐구 영역 ‘정보기술기
초’와 ‘프로그래밍’ 과목의 경우에도 대학수학 적격자의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며, 학생 선발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은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 수능의 성격을 고려할 때, 학생 선발을 위하여 등급을 고려한 문항의
출제나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과정 상의 고른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
단되지만 지식형 문항에서 난이도가 낮은 문항이 자주 출제되고 있어 수능 시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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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고려하여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출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관계기초’ 문항과 같이 대문항의 공통 문제 상황에 따른 하위 문항을
다양하게 구성하되, 하위 문항에 새로운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문항 형식의 다양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정보관계기초’ 대문항 아래에 여
러 개의 중문항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새로운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고차원적인 내용까지 평가하고 있어 수능에 이와 같은 새로운 문항 형태
를 도입하여 새로운 문제 상황을 적용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능은 세트 문항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평가하
고 있으나 공통 문제 상황에 해당하는 제시문에서는 문제 상황이 같기 때문에 거의
절대적인 상황이 제공되는 한계가 존재한다. 세트 문항은 대부분 중간 계산 과정이
나 결과 값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 상황을 다양하게 변형하여 제시
한다면 사고력 측정 문항 수를 늘릴 수 있고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해결능력을 다각
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해답군에서 정답을 복수로 선택할 뿐만 아니라 여러 문항이 하나의 해답군
을 사용하고 또는 해답군 없이 직접 숫자를 기입하는 서답형 문항, 선택지의 개수도
다양하게 제시되며 대문항, 중문항, 소문항의 구성 체계, 공통 문제 상황과 중문항별
문제 상황 제시 등 다양한 문항의 형태로 출제되는 ‘정보관계기초’ 문항 형식을 참
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능은 문항의 소재와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내용을 평가하는 데는 개방적이나 문항 형식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세트 문
항을 과목 별로 1～2개로 제한하고 문항에 해당하는 답지는 5지 선다형으로 고정되
어 있으며 세트형 문항을 제외하고는 한 문항에 단일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평가하
도록 하고 있다. 문항의 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참신한 문항이 지속
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센터시험 ‘정보관계기초’ 문항은 시험의 성격이 다르고 교육과정이 수능의 ‘정보기
술기초’와 ‘프로그래밍’ 과목에 해당하여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위의 분석
과 같이 문항의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수능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한 상태에서 센터시험 문항의 출제 내용 전개 방식이나 형식의 일부를
반영하여 학생들의 능력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할 수 있는 문항으로 발전시
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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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일본입시센터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시험 과목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한국어 등 5종이 있다. 이 중 영어는 수능의 외국어 영역에서 다루고 있고, 수능의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다루는 과목은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의 3종이며, 한문
의 경우 센터시험에서는 국어 교과 속에 편입되어 있다.
외국어별로 문항의 형식이나 평가 요소의 내용 구분 기준, 문항 수 등에 있어 약
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성격 및 내용 그리고 외적인 형식을 공유
하는 유사 시험이라 볼 수 있다. 전년도에 분석한 미국 SAT 외국어 시험(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과 비교해보면 센터시험의 경우 외국어 시험
에 대한 출제방향, 출제지침 등 시험 안내문이 일정한 형식의 문건으로 제공되지 않
기 때문에 외국어 문항 분석에 필요한 이론적 배경을 정확히 기술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었다. 그러나 입시센터에서 매년 제공하는 ‘고등학교 교과 담당 교원의 의견
및 평가’ 문서와 ‘입시센터 문항제작부의 견해’ 그리고 외국어별 실제 문항 자료에
의거하여 관련 내용을 추출,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 충분치는 않으나 입시센터 외
국어 시험의 개요를 알 수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수능의 제2외국어/한문 영역 내 과목 중 센터시험에 포함되어 있는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그리고 한문 과목에 대하여 서술하되 제2외국어와 한문으
로 양분하여 기술하겠다.
가. 시험 구성과 특징

(1) 제2외국어
센터시험의 제2외국어 문항은 ‘고등학교에서의 기초적인 학습달성’의 정도를 판단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라는 관점에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學習指
導要領)’의 ‘외국어’의 목표를 중시한다. 2009년 센터시험은 작년도의 ‘문항 제작의
원칙’과 ‘문항 제작의 방침’을 참고로 하여 기출 문항 유형에 근거하여 문항 형식이
결정되고, 회화체에 비중을 두어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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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시험의 출제 범위는 수능처럼 교육과정의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과 ‘기본어휘
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통적인 출제범위와 난이도 조정을 위해 공통적인
‘필수 단어’와 ‘필수 숙어’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유럽 어
학평가기준’ 등에 준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권하고 있다.
수능 제2외국어 영역의 내용 영역은 ‘발음 및 철자’(3개 문항), ‘어휘’(3개 문항),
‘문법’(5개 문항), ‘의사소통 기능’(16개 문항), ‘문화’(3개 문항)의 5개 영역으로 나뉘
어 있다. 센터시험에서는 내용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있지만, 내용상 분석해 보면
문화 영역은 별도로 출제되지 않고 이를 제외한 다른 영역은 고루 출제되고 있다.
특히 의사소통 기능 영역의 문항이 비중이 크다.
문항의 전체 구성은 대체로 제6문～제7문 내외로 구성되어있다. 문항 형태는 선다
형 문항이고, 전체 문항 수는 50개 내외로 이루어졌으며, 답지는 거의 대부분 4개의
선택지로 이루어지며 일부 문항에서는 답지가 5개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유형을 살
펴보면, 대부분의 문항들이 ‘빈칸 채우기’ 유형과 ‘지문 내용 파악’ 유형, ‘제시문 내
용 파악’ 등의 3개 유형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아울러 거의 모든 문항이 ‘최
선답형’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 Ⅱ-7-1> 수능과 센터시험의 제2외국어 비교

구분
수능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과목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총7개)
배점
50점
문항 수
30문항
배점
문항 수
1점
10개
배점별
문항 수
2점
20개
시험 시간
40분 (17:25-18:05)
문항 당
1분 20초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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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시험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3종)35)
200점 만점
50문항 내외36)
배점37)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2점
9
7
8
3점
13
14
9
4점
2
11
33
5점
15
20
5
6점
10
0
0
계
49
52
55
80분 시험 1일차 (15:35-16:55)
1분 6초(50문항으로 계산할 경우)

응시생 수를 비교하면, 2009년도 센터시험에서 외국어 응시 수험생의 99.84%는
‘영어’를 선택하였고 그 외의 외국어에는 아주 낮은 선택율을 보였다(독일어 0.02%,
프랑스어 0.03%, 중국어 0.08%). 최근 5년간의 제2외국어 과목 응시 인원과 평균점
은 <표 Ⅱ-7-2>와 같다.
년도
외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표 Ⅱ-7-2> 최근 5년간 외국어 과목 응시 인원 및 평균점
응시
인원
102
149
372

2005

평균
66.5
66.0
84.5

응시
인원
106
141
397

2006

평균
77.9
67.3
85.3

응시
인원
125
158
485

2007

평균
71.3
70.5
82.1

응시
인원
116
152
460

2008

평균
67.6
67.6
73.2

응시
인원
106
149
409

2009

평균
76.8
69.5
68.8

최근 5년간의 응시 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영어를 제외하면 제2외국어 과목 중에
서는 중국어가 가장 많았고, 독일어 과목에 가장 적은 인원이 응시하였다. 독일어와
프랑스어 응시 인원은 100명대로 큰 차이가 없었다. 세 개 외국어의 평균점은 66점
대에서 85점대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고, 수능처럼 목표 평균점을 정하여 일관성이
유지되는 출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2) 한문
수능에서는 ‘한문(漢文)’ 과목이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독립되어 있으나, 센터
시험에서는 국어 교과 속에 한문이 주요 영역으로 편입되어 있다.
국어 시험은 내용상 근대문과 고전으로 크게 이분할 수 있다. 근대문은 다시 ‘평
론’, ‘소설’로, 고전은 ‘고문’, ‘한문’으로 나누어 4영역 각 50점씩 총 200점 만점으로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균등 배점 방식은 고등학교 ‘국어종합(國語總合)’과
‘학습지도요령(學習指導要領)’에 밝혀져 있는 “고전과 근대 이후의 문장과 수업 시간
의 비율은 대강 동등하게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학생의 실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35) 센터시험 외국어 과목에는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외에도 영어와 한국어가 있지만, 영어는 수능
외국어 영역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제외하고, 한국어는 수능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36) 문항번호가 세트로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正解>의 ‘해답번호’ 수를 문항 수로 간주함.
37) 2009년도 센터시험을 기준으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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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특히 고전에서 고문과 한문과의 비율은 한쪽으로 취우치지 않도록 한다.”라
는 조항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수능과 센터시험의 한문을 대비해보면 <표 Ⅱ-7-3>과 같다.
구분
과목
배점
문항 수
배점별 문항
수
시험 시간
문항당
소요시간
출제 범위

<표 Ⅱ-7-3> 수능과 센터시험의 한문 비교
수능
<한문>으로 독립
50점
30문항

센터시험
<국어>에 포함
50점
8문항
4점 문항 : 2개
4점 문항 : 2개
6점
문항
:
2개
5점 문항 : 2개
1점 문항 : 10개
7점
문항
:
2개
혹은
6점 문항 : 1개
2점 문항 : 20개
8점 문항 : 2개
8점 문항 : 2개
10점 문항 : 1개
80분(평론, 소설, 고문, 한문 총 36문항)
40분 (17:25-18:05)
시험 1일차 (13:30-14:50)
1분 20초
2분 13초
‘국어표현Ⅰ’의 내용에서 출
고등학교 교육과정 漢文科의 ‘한문’, ‘국어종합’,
제하며,
근대이후의
문장, 고전(고문,
‘한문고전’ 중 ‘한문’ 수준에서 출제함 한문)을 출제함

센터시험에서 한문 영역 시험의 구성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문 영역의 문제는 1개의 지문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관련 문항을 배치하고 있다.
<표 Ⅱ-7-4> 센터시험의 한문 개관

순서 성격 지문
문 항
분량 점수
국어의 한문 200자 50
6개 설문, 8개 해답 번호
제4문
미만
(1번 설문에 2개 해답 번호, 2번이나 3번 설문에 2개의 해답 번호)

국어 시험 중 넷째 영역이 바로 한문으로 중국의 글감 중에서 약 200자 안팎의
지문 하나와 그에 딸린 6개의 설문, 8개의 문항이 제시된다. 수능의 한문 과목이 한
국과 중국의 글감을 고르게 배분하는 것과는 달리 센터시험의 경우에는 2006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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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계속하여 중국의 글감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문의 수준은 일본 고등
학생이 독해하기에 적당하나 분량에 있어서는 수능보다 2～3배나 되며 단일 지문에
문항의 수도 많다. 특히 지문의 내용은 한국의 중 고등학교 나아가 대학에서는 일반
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생경한 분야의 것인데, 이는 양명학(陽明學)이 강세를 띠고
있는 일본 학계의 실정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문항 분석

(1) 독일어
센터시험 독일어 문항의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평가요소를 중심으로 기본적
인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후반부 세부적인 특성과 관련한 단락에서는 센터시험
독일어 문항에 대한 한국 학생의 예상정답률을 추출하여 내용 영역별로 문항의 세
부적인 특성과 난이도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가) 전반적인 내용 특성

센터시험 독일어 문항의 특징은 수능 문항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유사한 내
용 영역군으로 구분되어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센터시험 독일어 문항의
경우 문화 영역은 전혀 취급되지 않고 있으며, 의사소통 영역의 경우 한국과 비교해
문항 수는 매우 적은 편이나 배점은 높아 전체적으로 비중이 높게 취급되고 있다.
다음 진술에서는 앞서 기술한 바대로 2008년도에 실시한 실제 센터시험 독일어
문항에 근거하여 내용 영역군과 평가 요소, 배점 그리고 대문(大問)의 특성을 기술
하고자 하였다. 이와 아울러 2008년도 센터시험 독일어 문항과 2009학년도 수능을
대상으로 각각의 내용 영역별 독일어 문항 수, 배점, 비율을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
에 근거하여 양국간 상호 비교를 하여 그 의미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후반부
단락에서는 센터시험 독일어 문항에 대한 한국 학생들의 문항별 예상정답률을 추출
하여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내용 영역별로 문항의 세부적인 특성과 난이도 관련 내
용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물론 그 결과를 가지고 한국과 일본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
려우나 자료가 미흡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소량의 결과분석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지니고 있는 경향 및 의미를 깊이 유추한다면 수능 독일어 문항 개선에 도움이 되
리라 생각한다. 특히 난이도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독일어 학습 범위와 입시
제도의 상이함으로 인해 단순 비교는 더욱 삼가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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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5> 센터시험 독일어 문항 내용 분석

대문(大問)
(배점)

제1문
(18점)

제2문
(27점)

A
제3문
(25점)

B
C
D

문항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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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발음: 복모음 ie
발음: 장음
강세: 제1강세
발음: 복수형 모음 변화
문법: 문법 성 구분
발음: 3인칭 모음 변화
발음: 과거형 모음 변화
발음: 과거분사형 모음 변화
발음: 명령형 모음 변화
문법: 전치사 nach
문법: 형용사 격변화 ähnlich
문법: 부정관사 격변화
문법:재귀대명사 entscheiden
문법: 서수 어미변화
문법: 현재 수동태
문법: 병열접속사 oder
문법: 종속접속사 ob
문법: 부정관계대명사 was
어휘: im Moment-동의어
어휘: vor allem-동의어
어휘: 예문에 적절한 어휘선택
어휘: 예문에 적절한 어휘선택
어휘/구문: 독일어 작문
어휘/구문: 독일어 작문
지문/삽화: 독해력 *

배점
특성
2
2
2
2
및 철자
2 발음영역
2
2
2
2
3
3
3
3
3
문법
3
3
3
3
3
3
및 구문
3 * 어휘
단 25번 문항은
3 지문과 삽화를
활용한 의사소
4 통 유형의 문
4 항임
5

<표 Ⅱ-7-5> 계속

대문(大問)
(배점)

제4문
(45점)

제5문
(25점)

제6문
(60점)

문항
번호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49

평가요소
의사소통: 언어 표현 선택
의사소통: 언어 표현 선택
의사소통: 언어 표현 선택
의사소통: 언어 표현 선택
세트 의사소통 언어 표현/이해 능력
(30-31) 의사소통 언어 표현/이해 능력
회화문/삽화 언어 이해 능력
세트 회화문/삽화 언어 이해 능력
(32-34)
회화문/삽화 언어 이해 능력
회화문 파악 부분 독해 능력
회화문 파악 어휘력
세트 회화문 파악 유사 표현 찾기
(35-39)
회화문 파악 부분 독해 능력
회화문 파악 전체 독해 능력
서술문 파악 부분 독해 능력
서술문 파악 부분 독해 능력
서술문 파악 부분 독해 능력
서술문 파악 부분 독해 능력
세트
파악 부분 독해 능력
(40-49) 서술문
서술문 파악 부분 독해 능력
서술문 파악 부분 독해 능력
서술문 파악 부분 독해 능력
서술문 파악 전체 독해 능력
총점

배점
특성
5
5
5
5
5 의사소통기능
5
5
5
5
5
5
장문의
5 텍스트(회화문)
이해하기
5
5
6
6
6
6
장문의
6 텍스트(서술문)
이해하기
6
6
6
6, 6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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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6> 수능과 센터시험 독일어 과목 ‘내용영역’별 문항 수 비교표
문항 수
발음 및 철자 3개
어휘/구문
3개
문법
5개
의사소통 기능 16개
전문 독해
문화
3개
총계
30개

수능(09학년도)
비율 배점
10% 4점
10% 6점
16.7% 9점
53% 27점
10% 4점
100% 50점

비율
8%
12%
18%
54%
8%
100%

센터시험
문항 수 비율 배점
8개
6.3% 16점
6개 12.2% 20점
10개 20.4% 29점
15개 30.6% 51% 135점
10개 20.4%
0개
0%
0점
49개 100% 200점

비율
8%
10%
14.5%
67.5%
0%
100%

센터시험 독일어 문항을 살펴보면 전년도 치러진 입시 문항에 대한 ‘고등학교 교
과 담당 교원의 의견ㆍ평가’를 통해 나타난 센터시험 독일어 문항에 대한 결과분석
을 통해 문항의 길이, 평가요소, 문항의 타당성 그리고 난이도의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매년 문항 개발 작업 시 적
절한 평가 요소 및 출제 범위 설정과 균형 잡힌 정답률 분포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
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입시센터 문항제작부의 견해’의 문건에서도 분명히 진
술하고 있다.
수능의 내용 영역인 발음 및 철자, 어휘, 문법, 의사소통 기능 그리고 문화 영역과
비교해본다면 우선 문화 영역에 속하는 문항이 출제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의사소통 기능 영역과 독해 영역을 한데 묶어 살펴 볼 때 우리의 경우 문
항 수는 전체 30개 문항에서 16개 문항 즉 53%를 차지하고 배점의 측면에서는 54%
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센터시험 의 경우 문항 수는 전체 49개에서 25개, 즉 51%
를 차지하나 배점으로 살펴보면 67.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보다 실질적인 비중
은 전체를 기준으로 13.5% 높이 나타났다. 정작 교육과정의 기본 방침에 의거 의사
소통 기능을 강조하여 문항의 형태부터 맥락이 있는 ‘대화문’을 활용하여 출제하는
우리보다도 오히려 과거 수능의 학력고사 시절의 문항형태와 유사한 형식으로 일관
하면서도 의사소통 관련 문항들이 배점에서는 거의 100% 중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은 매우 특기할만한 일이다. 이러한 방향은 문항제작부 문건과 외국어별 담당교
원 의견 및 평가 문건에서도 강조된 것처럼 센터시험 또한 실용적인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평가문항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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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관련 내용은 문항의 질적 판단에 중요한 요소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문
(問)에서 사용되는 어휘에 대하여 우리의 기본어휘를 준거로 비교하고자 한다.
우선 ‘발음 및 철자’를 다루는 ‘제1문’의 경우 사용된 36개 어휘 중 비기본어휘가
5개이다. 그러나 문항을 살펴보면 대체로 많은 부분 발음을 다루기 때문에 정답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문법’을 다루는 ‘제2문’을 살펴보면 사용
된 98개 어휘 중 2개가 비기본어휘이며 ‘어휘 및 구문’을 다루는 ‘제3문’의 경우는
117개 사용어휘 중 7개가 비기본어휘이다. 그리고 ‘의사소통 기능’을 다루는 ‘제4문’
의 경우는 사용어휘 500개 중 20개가 비기본어휘이다. ‘장문의 텍스트(대화문)’를 다
루는 ‘제5문’의 경우는 226개 사용어휘 중 3개가 비기본어휘로 나타났다. 끝으로 ‘제
5문’과 유사하게 ‘장문의 텍스트(대화문)’를 다루는 ‘제6문’은 사용어휘 314개 중 21
개가 비기본어휘로 집계되었다. 전체적으로 총사용어휘수가 1291개에 달하며 한편
한국의 기본어휘에 속하지 않는 어휘 수는 58개로 나타났다. 총사용어휘수에 비해
비기본어휘가 별로 많이 사용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고 아울러 지문 등에 사용된
문장 형식 또한 수능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평균 총사용어휘수가
750여개(동일 어휘 중복포함)에 달하는 수능과 비교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항 유형에 있어서는 매우 상이함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이런 형태의 문항에 적응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학생들로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우리와는 매우 판이하게 센터시험은
중복되는 어휘가 많다는 것이다. 출제 시 이 점을 고려하지 않는 듯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장단점을 쉽게 말하기는 어려우나 결과적으로 다만 문항 제작과 관련해서
편리한 방식이라 생각한다.
요컨대 센터시험은 대체로 자유롭게 어휘와 구문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또한 기본어휘 814개로 제한되어 있으나 비록 주석을 가하여 추가로 그
이상의 어휘를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 문항 제작과 관련해 본다면 사용어휘나
구문 사용에 있어 수능 독일어 문항보다 훨씬 더 개방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총사
용어휘수가 314개에 달하는 1쪽의 서술문으로 이루어진 ‘제6문’을 분석해 보면 지문
의 길이도 우리와는 비교가 안되며 또한 우리에게는 금지문법으로 사용이 금지된 관
계대명사 및 zu 부정사를 포함해 다양한 복문 형태 그리고 접속사, 전치사구 등이 자
유롭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문항의 수준도 언어, 외국어 영역의
독해 문항과도 유사하게 출제되어 진정한 ‘대학 수학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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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다. 다만 우리의 경우도 다행스럽게 작년 2009학년도부터는 보다 ‘대학
수학 능력’ 평가에 어울리는 문항이 되도록 소폭이나마 점진적으로 좀 더 다양한 형
식과 내용으로 문항을 제작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응시생과 난이도와 관련하여 입시센터 자료 중 하나인 ‘고등학교 교과 담당 교원
의 의견ㆍ평가’에 의거해 보면 2006년 응시생 106명에 정답률 약 78%, 2007년 응시
생 125명에 정답률 약 71.3%, 2008년 응시생 116명에 정답률 약 68% 그리고 2009년
응시생 106명에 약 77%의 정답률을 나타내었다. 다만 전체 문항에 대한 출제범위,
출제의도 등 명시적인 안내문과 문항별 정답률 등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가 않아서
수능 외국어와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 연구진의 수
능 출제 경험과 그리고 수능 참여 독일어 교사와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측
정된 전체 문항의 평균 정답률은 대략 41%로 나타났다. 일본의 77%와 비교해보면
시험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센터시험 독일어 문항에 대한 우리 학생
들의 예상정답률 구간별 분포도를 보면 60%～80% 정답률을 지닌 문항 수가 불과 4
개 문항에 지나지 않음을 볼 때 응시생 전체의 독일어 언어능력 수준이 일본에 비
해 매우 낮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상의 차이를 가지고 양 국가간 학
력의 차이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평균 110여명이라는 소수의
응시생수로 미루어볼 때 해당 외국어에 매우 관심있고, 재능있는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하므로 이와 같이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생각한다.
‘담당 교원의 의견ㆍ평가’를 보면 2009년도 센터시험에서 수험생의 99.84%는 ‘영
어’를 응시하였고 그 외의 외국어에는 독일어 0.02%, 프랑스어 0.03% 한국어 0.03%,
중국어 0.08%를 차지하고 있다. 응시율을 높이기 위해 영어 이외에 외국어들이 ‘세
계화’의 측면에서 많은 탄원을 하고 있으나 대학에서 영어만을 필수로 2차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여하튼 2009
년도의 경우 비록 106명 단위에 그치는 소수의 응시자 집단이며 아울러 국공립대학
에서 2차 시험38)에서 필수로 영어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양호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해당 외국어에 매우 관심있고, 재능있는 학생들이 응시하기 때문
38) 대학입시에서 센터시험의 역할은 국공립 대학입시시험에서 1차 시험인 이상 개개의 대학이 실시하
는 2차 시험에서도 영어 이외의 시험이 치러진다면 외국어 교육이 지금 상황보다 훨씬 개선되리라
고 보고 있다. 오늘날 국공립대학의 경우 현실적으로 외국어에 제약이 많이 가해지고 있으며 사립
대학에서는 많은 대학이 영어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많은 대학이 센터시험을 2차 시험으로 이
용해 주면 외국어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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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나) 세부적인 내용 특성

아래에서는 센터시험 독일어 문항의 평가요소들을 중심으로 문항에 나타난 특성
과 예상 정답률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아래에서 기술하고 있는 정답률은 비록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얻은 결과는 아니지만 수능 경험이 많은 8개교 선생님과
해당 학교의 일부 학생들 그리고 본 연구진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정확
하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 실체에 접근한 예상정답률이라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제한
된 분석이라 하더라도 센터시험 독일어 문항의 특성 및 정답률과 관련한 경향을 논
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어차피 양국간 출제범위, 문항 형식, 평가요
소, 수험생 수준에 있어서 매우 상이하며 아울러 센터시험의 상세한 배경 정보의 미
흡 등으로 인해 객관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일본 측 응시생의 문항별 정답률이 제시되지 않아 제한된 문항관련 배경 요인은 차
치하고라도 난이도와 관련하여 문항별 분석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이다.
센터시험 독일어 문항 전체 49개 중 발음 및 철자 능력 평가와 관련된 9개 문항
의 해당 평가 요소와 예상정답률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Ⅱ-7-7>과 같다.
<표 Ⅱ-7-7> 센터시험 독일어 발음 및 철자 능력 문항의 평가 요소 및 예상 정답률
대문(大問) 문항
(배점) 번호
1
2
3
4
제1문 5
(18점) 6
7
8
9

평가요소
발음: 복모음 ie
발음: 장음
강세: 제1강세
발음: 복수형 모음 변화
문법: 문법 성 구분
발음: 3인칭 모음 변화
발음: 과거형 모음 변화
발음: 과거분사형 모음 변화
발음: 명령형 모음 변화
평균

배점 예상정답률(%)
특성
2
70
2
73
2
55
2
46
2
54
발음 및 철자
영역
2
52
2
32
2
29
2
48
51

위의 ‘발음 및 철자’ 관련 평가요소를 살펴보면 센터시험과 현재 수능에서 다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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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문법 요소 간에 기본적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문항의
전개 방식 등 출제 방식이 매우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센터시험에서는 현재
형을 제시한 다음 과거형이나 과거분사형의 모음 발음을 묻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몇몇 문항은 수능에서 활용할만한 문항이라고 여겨진다.
센터시험 ‘발음 및 철자’ 분야에 대해 우리나라 응시생의 평균 예상정답률은 51%
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평균 예상정답률 41%와 비교하여 10% 높게 나온 수치이
다. 2009학년도 수능의 경우 동일 영역 평균 정답률이 50%로 나타났는데 비슷한 분
포라고 볼 수 있다. 일본 응시생의 동일 분야 정답률은 문항별 정답률이 입수되지
않으므로 해서 더 이상의 양국간 비교분석이 불가능한 점이 아쉬웠다. 이하 다른 내
용 영역의 문항 분석도 자료의 미흡으로 정답률과 관련한 양국간 비교 분석이 불가
능함을 미리 말하고자 한다.
이밖에 센터시험에 관하여 수능 독일어와는 달리 명시적인 ‘발음 및 철자’ 관련
사항이 없으므로 ‘발음 및 철자’ 평가 요소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내용을 상술하기
에는 근거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기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아울러 ‘어휘’, ‘문
법’, ‘의사소통 기능’ 등 다른 내용 영역의 경우에도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상세한
비교 분석은 후일로 미루고자 한다.
센터시험 독일어 문항 전체 49개 중 문법 능력 평가와 관련된 9개 문항의 해당
평가 요소와 예상정답률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Ⅱ-7-8>과 같다.
<표 Ⅱ-7-8> 센터시험 독일어 문법 능력 문항의 평가 요소 및 정답률

대문(大問) 문항
(배점) 번호
10
11
12
13
제2문 14
(27점) 15
16
17
18

평가 요소
문법: 전치사 nach
문법: 형용사 격변화 ähnlich
문법: 부정관사 격변화
문법:재귀대명사 entscheiden
문법: 서수 어미변화
문법: 현재 수동태
문법: 병열접속사 oder
문법: 종속접속사 ob
문법: 부정관계대명사 was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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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예상정답률(%) 특징
3
39
3
32
3
44
3
38
3
46
문 법
3
31
3
44
3
36
3
33
38

위의 ‘문법’ 관련 평가요소를 살펴보면 센터시험과 현재 수능에서 다루어지고 있
는 문법 요소 간에 기본적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1회 문항을 가
지고 센터시험 문항을 논한다는 것은 무리이나 현재 다루고 있는 문항으로만 본다
면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예외적인 것이 있다면 수동태를 다루고 있는 15번 문항
이다. 우리의 경우 ‘수동태’는 교과서에서 추출된 ‘금지 문법’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
러나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교과서에서 추출된 수능 금지문법 사항들은 출제범위
의 확대 차원에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까닭은 그동안 몇몇 문법 사항들만
10년 동안 되풀이되어 출제되었기 때문에 중요 문법 사항의 학습기회 강화와 문항
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언급
할 사항은 수능 문법 영역의 경우에도 제7차 교육과정의 ‘의사소통중심 교수법’ 기
본 방향에 부응한다는 면에서 대화문 등을 활용한 실용적인 문항을 제작하여 왔는
데 그동안 필요 없는 영역에서 문항의 외형을 위해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논의가 일부 있어 왔다. 따라서 향후 점차적으로 수험생의 문법 능력을 적절히 평가
만 할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는 센터시험 문항 유형을 참고해 간략하게 제작할 필요
도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독일어를 비롯한 모든 외국어 교육 관계자들은 전체적으
로는 수능 문법 문항을 비롯한 모든 문항 유형들이 형식과 내용을 두루 갖춘 질 높
은 문항이라는 데에 의견을 함께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항 유형의 기조가 향후
전체적으로는 늘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센터시험 ‘문법’ 분야 평균 정답률은 38%로 전체 평균 41%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
났다. 2009학년도 수능 ‘문법’ 영역 정답률이 29%로 나타났는데 수치상으로는 수능
문법이 평균 정답률과 비교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난이도 높은 문항을
너무 문법에서 출제한다는 논의가 있는 만큼 다른 내용 영역에서도 난이도 높은 문
항의 출제가 필요하다. 흔히 어려운 문법으로 인해 외국어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출제 태도가 필요하다 볼 수 있다.
센터시험 독일어 문항 전체 49개 중 ‘어휘와 구문’ 능력 평가와 관련된 6개 문항
의 해당 평가 요소와 예상정답률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Ⅱ-7-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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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9> 센터시험 독일어 어휘 능력 문항의 평가 요소 및 정답률

대문(大問) 문항번호
(배점)
A 19
20
B 21
22
제3문
(25점)
C 23
24
D 25

평가요소
배점 예상정답률(%)
특성
어휘: im Moment-동의어
3
48
어휘: vor allem-동의어
3
49
어휘 및 구문
어휘: 예문에 적절한 어휘선택 3
46
* 단 25번 문
항은 지문과
어휘: 예문에 적절한 어휘선택 3
45
삽화를 활
어휘/구문: 독일어 작문
4
31
용한 의사
소통 유형
어휘/구문: 독일어 작문
4
35
의 문항임
지문/삽화: 독해력*
5
41
평균
42

센터시험 ‘어휘’ 분야 평균 정답률은 42%로 전체 평균 41%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
났다. 2009학년도 수능 어휘 영역 정답률이 41%로 나타났는데 양국간 비슷한 분포
라고 볼 수 있다.
위의 ‘어휘와 구문’ 관련 평가요소를 살펴보면 문항 형식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
가 있으나 센터시험 문항과 현재 수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평가 요소 간에 기본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앞서와 마찬가지로 1회 문항을 가지고 센터
시험 문항을 논한다는 것은 무리이나 능력 평가의 측면에서 기본적인 차이는 없는
것이다. 다만 몇 가지 특이한 형태가 있는데 센터시험의 23번 문항을 소개하면 다음
과 같다.
<문 23>
너무 많이 먹는 것은 건강에 나쁘다.(번역본임)
Zu
( 23 ) ist
die Gesundheit.
① nicht gut ② essen ③ für ④ viel ⑤ zu

위의 문항을 살펴보면 학력고사 시절에 출제될 수 있었던 문항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경제적이며 간
편한 형태의 문항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항 유형을 포함해서 몇몇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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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활용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형태의 문항이 많이 관찰되고 있다. 문항 구성 시
맥락 제공의 조건을 조금만 완화한다면 굳이 맥락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 영역에서
는 문항 출제가 많이 수월해지리라 생각하며 이는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문항
유형의 다양화를 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문항 제작오류를 최소화 하는데 큰 도
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센터시험 독일어 문항 전체 49개 중 의사소통 능력 평가와 관련된 25개 문항의
해당 평가 요소와 예상정답률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Ⅱ-7-10>과 같다.
<표 Ⅱ-7-10> 센터시험 독일어 의사소통 능력 문항의 평가 요소 및 정답률

대문(大問) 문항
(배점) 번호
25
26
27
28
제4문 29
(45점) 30
31
32
33
34
35
제5문 36
(25점) 37
38
39
40
41
42
제6문 43
(60점) 44
45
46
47
48-49

평가요소
지문/삽화: 독해력*
의사소통: 언어 표현 선택
의사소통: 언어 표현 선택
의사소통: 언어 표현 선택
의사소통: 언어 표현 선택
세트 의사소통 언어 표현/이해 능력
(30-31) 의사소통 언어 표현/이해 능력
언어 이해 능력
세트 회화문/삽화
회화문/삽화
이해 능력
(32-34) 회화문/삽화 언어
언어 이해 능력
회화문 파악 부분 독해 능력
파악
어휘력
세트 회화문
회화문
파악
유사
찾기
(35-39) 회화문 파악 부분 표현
독해 능력
회화문 파악 전체 독해 능력
서술문 파악 부분 독해 능력
서술문 파악 부분 독해 능력
서술문 파악 부분 독해 능력
파악 부분 독해 능력
세트 서술문
서술문
부분 독해 능력
(40-49) 서술문 파악
파악 부분 독해 능력
서술문 파악 부분 독해 능력
서술문 파악 부분 독해 능력
서술문 파악 전체 독해 능력
평균

배점 예상정답률 특성
5
41
5
59 의사소통기능
5
65 * 제3문의 문
5
65
항이나 의
5
53
사소통 범
주에 들어
5
39
이 표로 옮
5
37
기어 제시
5
41
하였음
5
35
5
34
5
39
5
29
장문의
5
30 텍스트(회화문)
이해하기
5
40
5
40
6
37
6
34
6
32
6
28
장문의
6
30 텍스트(서술문)
이해하기*
6
35
6
35
6
28
6, 6 30/3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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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시험 ‘의사소통 기능’ 분야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 예상정답률은 39%로 전
체 평균 예상정답률 41%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 우리의 경우 2009학년도
수능 ‘의사소통 기능’ 영역 정답률이 56%로 나타났는데 양국간의 수치를 비교해본
다면 수능의 ‘의사소통 기능’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위의 ‘의사소통 기능’ 관련 평가요소를 살펴보면 문항 형식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
이가 있으나 센터시험과 현재 수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평가 요소 간에 기본적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4문 C 32번 문항부터는 지문의 양이 4×6배판
반쪽이상으로 길어졌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제6문 40번 문항부터는 지문의 형식이
서술형인데다 분량도 1쪽에 달하고 선택지가 모두 모국어로 이루어진 점이 특징이
었으며 취급되는 내용 또한 질적으로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선택지가
모국어로 구성된데서도 그 이유를 추정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목표어인 독일어
로서는 제한된 어휘와 구문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형식의 문항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1회 문항을 가지고 센터시험을 논한다는 것은 무리이나 ‘고등학교 교
과 담당 교원의 의견ㆍ평가’에 제시된 내용에 의거해볼 때 향후 센터시험은 2009년
수준으로 이루어질듯하다.
(2) 프랑스어

(가) 전반적인 내용 특성

센터시험 프랑스어 문항은 수능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유사한 내용 영역
군으로 구분되어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수능과 센터시험이 구
체적으로 어떤 내용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내용 영역별로 문항 수, 점수, 배점
비율이 어떠한지를 도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Ⅱ-7-11> 수능 프랑스어 시험 문항 내용 영역 구성(2009학년도 수능 기준)
문항 수
점수
배점비율

발음 및 철자
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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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3
5
10%

문법
5
10
20%

의사소통
16
25
50%

문화
3
4
8%

계
30
50
100%

<표 Ⅱ-7-12> 센터시험의 프랑스어 문항 내용 영역 구성
문항 수
점수
배점비율

발음 및 철자
7
14
7%

어휘
7
28
14%

문법
8
24
12%

의사소통
30
134
67%

계
52
200
100%

위에 제시된 도표에서 보듯이 센터시험 프랑스어와 수능 프랑스어 시험의 내용
영역 구분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수능에서는 독립된 영역으로 중요
시되고 있는 ‘문화’영역이 센터시험에는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역별 점수에 따른 배점 비율을 살펴보면 수능 프랑스어 시험은 <표 Ⅱ-7-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음 및 철자 12%, 어휘 10%, 문법 20%, 의사소통 50%, 문화
8%이다. 그리고 센터시험 프랑스어는 <표 Ⅱ-7-12>에서 보듯이 발음 및 철자 7%,
어휘 14%, 문법 12%, 의사소통 67%이다. 두 시험을 상호비교해 볼 때, 발음 및 철
자, 어휘, 문법에서는 수능이 센터시험보다 배점 비율이 높은 반면에, 의사소통의 경
우 센터시험이 수능보다 배점 비율이 훨씬 높다. 그러나 차이가 이처럼 두드러지는
것은 수능에서는 센터시험에서와는 달리 8%의 문화 영역이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
문으로 보인다. 이 문화 영역은 넓은 의미에서 의사소통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프랑스어 시험의 내용 영역별 점수 비율에서는 센터시험과 수능
간에 유의할 만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행동영역의 측면의 경우 센터시험 프랑스어도 수능 프랑스어 시험과 마찬가지로
언어이해(듣기와 읽기)와 언어표현(말하기와 쓰기)이 복수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
우가 많으며, 이른바 언어의 4기능과 관련된 지식, 이해, 적용능력을 골고루 평가하
고 있다. 다만, 문화 영역은 전혀 취급되지 않고 있으며, 의사소통 영역의 경우 수능
에 비해 문항 수는 적은 편이나 배점은 높아 전체적으로 비중이 높게 취급되고 있다.
(나) 세부적인 내용 특성

이제 센터 프랑스어 시험을 대문(大問), 즉 내용 영역별로 평가 요소, 배점 그리고
예상정답률을 도표로 나타내 보면서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여기서 예상정답률은 우리나라 3개 고등학교 학생들과 해당 학교의 담당 교사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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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 연구진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것이므로 정확한 통계치가 아님을 미리 밝
혀둔다. 센터시험 프랑스어 문항의 경향을 논하고 수능에 주는 시사점을 발견해 내
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치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 수능과 센터시험은 출제범위, 문항 형식, 평가요
소, 수험생 수준에 있어서 매우 상이하며, 센터시험에 배경적인 정보 자료가 제시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 시험간의 객관적인 비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도 있지만 말이다.
제1문은 발음 및 철자 영역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가 요소, 배점, 예상
정답률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Ⅱ-7-13>과 같다.
대문(大問)
(배점)

제1문(14점)

<표 Ⅱ-7-13> 센터시험 프랑스어 제1문 분석

문항
번호
1
2
3
4
5
6
7

예상
평가요소
배점 정답률
특징
발음: 철자 ille의 [ij], [il] 발음 구분 2 54
발음: 철자 cc의 [ks], [k] 발음 구분 2 47
발음: [o]와 [u]의 구분
2 58
발음: [Ɛ]와 [Ɛn]의 구분
2 53 발음 및 철자
발음:[Ɛ]와 [ə]의 구분
2 39
발음: 철자 f의 유음, 묵음 구분
2 40
연음: 철자 s와 비모음 en의 연음
2 42

센터시험 프랑스어 문항의 발음 및 철자 영역 배점 비율은 7%로 수능의 12% 보
다 낮지만 문항 수는 7개로 수능의 3개 보다 4개가 더 많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배
점은 높지 않으면서도 문항 수를 늘려서 다양한 발음에 대한 지식 및 적용 능력을
측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음과 모음뿐만 아니라 묵음, 그리고 연독에 이르기까지 발
음에 관한 다양한 문항이 출제되었다.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처럼 문항
수를 늘릴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센터시험은 상황이 배제된 단어만을 선택지에 제시하여 발음 및 철자 문항을 구
성하고 있는데 반해, 수능에서는 의사소통을 중시하기 위하여 완결된 문장을 제시하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 문항 분석

258

면서 발음 및 철자 문항을 만들고 있다. 이점에서는 수능의 문항이 센터시험의 문항
보다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수험생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센터시험의
이러한 방식도 발전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문항의 형식은 선택지에 제시된 단어들의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를 묻는데, 우리나라의 수능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선택
지로 제시된 어휘들을 볼 때 우리 보다 훨씬 풍부한 어휘목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보여 출제하는 과정에서 어휘의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을 훨씬 덜 느낄 것으로
생각된다.
센터시험의 발음 및 철자 영역 문항에 대한 예상 정답률은 39～58%이다. 센터시
험의 발음 및 철자 문항들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게 받아들
여지고 있는 것이다.
제2문은 의사소통 영역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가 요소, 배점, 예상 정답
률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Ⅱ-7-14>와 같다.
대문(大問)
(배점)

제2문(18점)

<표 Ⅱ-7-14> 센터시험 프랑스어 제2문 분석

문항
번호
8
9
10
11
12
13

평가요소
언어 이해/표현 능력
언어 이해/표현 능력
언어 이해/표현 능력
언어 이해/표현 능력
언어 이해/표현 능력
언어 이해/표현 능력

배점
3
3
3
3
3
3

예상
정답률 특징
33
37
32
36 의사소통
35
39

제2문은 의사소통 영역의 문항들로 언어의 이해와 표현 능력을 동시에 평가하고
자 하고 있다. 프랑스어로 된 제시문과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갖는 문장을 선택지에서
고르도록 하는 유형의 문항들이다. 프랑스어 제시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제시문을
다른 방식의 프랑스어 문장으로 표현한 문장을 찾도록 함으로써 읽기와 쓰기 능력
을 동시에 평가하고자 하고 있다. 특정한 단어의 확장된 의미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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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문장 속에 적용하는 능력을 묻고 있는데 제시문과 선택지들이 모두 프랑스
어로 되어 있다. 프랑스어 문장을 프랑스어 문장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요
구하고 있다. 이런 형식의 문항은 평소에 자주 프랑스어 문장을 다양하게 접해보아
야 잘 풀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지니고 있는 문항으로 볼
수 있다. 수능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유형의 문항이 자주 출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활용해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문장에 관련된 어휘와 문법의
난이도 역시 수능 보다 훨씬 높다.
모든 문항의 예상 정답률이 30%대에 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항들이다.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 담당 교원의 의견 평가’에 따
르면 일본 수험생들의 정답률도 다른 문(問)들의 문항들에 비해 정답률이 낮았다.
제3문은 어휘 영역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가 요소, 배점, 예상 정답률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Ⅱ-7-15>와 같다.
대문(大問)
(배점)

제3문(28점)

<표 Ⅱ-7-15> 센터시험 프랑스어 제3문 분석

문항
번호
14
15
16
17
18
19
20

평가요소
어휘/철자/발음
어휘/철자/발음
어휘/철자/발음
어휘/철자/발음
어휘/철자/발음
어휘/철자/발음
어휘/철자/발음

배점
4
4
4
4
4
4
4

예상
정답률
33
34
26
26
25
25
27

특징

어휘

이 제3문에서는 제시문을 다른 형태의 문장으로 바꾸어 쓸 때 제시문에 사용된
핵심 어휘의 어미를 어떻게 알맞은 형태로 바꾸어 써야하는 가를 묻고 있다. 즉, 제
시된 어휘를 다른 품사로 바꾸어 문장을 구성하도록 요구하면서 새로운 문장 속에
서 채택될 어휘의 어미와 철자와 발음에서 같은 어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선택지에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 문항 분석

260

서 고르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어의 다양한 어형변화와 함께 변화한 후의 단어의 발
음을 동시에 묻는 문제인 것이다. 이처럼 파생 어휘들에 관한 복합적인 지식과 적용
능력을 묻는 문항들은 수능에서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택을 고려해볼
만한 새로운 유형의 문항으로 생각된다.
예상 정답률은 25%에서 34%까지 아주 낮게 나왔는데 그것은 활용된 어휘들이 우
리나라 학생들에게 생소한 어휘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좀 더 쉬운 어휘들을 가
지고 이와 같은 유형의 문항을 제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유형 그 자체는 단순하기
때문이다.
제4문은 문법 영역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가 요소, 배점, 예상 정답률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Ⅱ-7-16>과 같다.
대문(大問)
(배점)

제4문(24점)

<표 Ⅱ-7-16> 센터시험 프랑스어 제4문 분석

문항
번호
21
22
23
24
25
26
27
28

평가요소
문법 : 정관사
문법 : 조건법
문법 : 전치사
문법 : 지시대명사 ce
문법 : 대명사 en
문법 : 접속법
문법 : 부사 tellement
문법 : 지시대명사 celui

배점
3
3
3
3
3
3
3
3

예상
정답률
69
45
45
23
70
51
44
51

특징

문법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센터시험에서 문법 문항이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수
능에서 문법 문항이 갖는 비중인 20%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문항 수에서는
센터시험이 8문항으로 수능의 5문항 보다 3개가 더 많다. 문항의 내용에서는 수능에
서 출제 제외사항으로 되어있는 조건법과 접속법이 나온 것을 볼 때 출제 범위가
넓고 높은 난이도의 문항도 출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문제의 유형에서는 모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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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서 제시문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도록 하고 있다. 수능의 문법 문항
들에 비해 문항의 형태가 다양하지 못하고 대개는 문법에 대한 단순 지식을 측정하
고자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시사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겠다.
예상 정답률은 23%에서 70%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 학생들이
보아도 쉬운 문항들에서부터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
지 않는 어려운 문항들까지 난이도가 다양하게 출제되었다.
제5문은 의사소통 영역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가 요소, 배점, 예상 정답
률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Ⅱ-7-17>과 같다.
대문(大問)
(배점)
제5문(25점)

<표 Ⅱ-7-17> 센터시험 프랑스어 제5문 분석

문항
번호
29
30
31
32
33

평가요소
의사소통 : 언어이해와 표현
의사소통 : 언어이해와 표현
의사소통 : 언어이해와 표현
의사소통 : 언어이해와 표현
의사소통 : 언어이해와 표현

배점
5
5
5
5
5

예상
정답률 특징
43
43
45 의사소통
43
40

제5문은 의사소통과 관련된 수험생의 언어이해와 표현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선택지에서 고르도록 하는 문항
으로 수능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전형적인 유형이다. 다만 사용할 수 있는 어휘
목록이 수능에서 보다 훨씬 풍부해서 자연스럽고 품위 있게 문장들을 구성하고 있다.
제5문은 ‘고등학교 교과 담당 교원의 의견 평가’에 따르면 일본 학생들에게는 난
이도가 높지 않아 정답률이 상당히 높았다고 한다. 그러나 어휘나 문장의 난이도가
높고 수준과 내용이 다른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공부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정
답률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상 정답률이 모두 40%대에 머무르고
있다.
제6문 역시 의사소통 영역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가 요소, 배점, 예상 정
답률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Ⅱ-7-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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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大問)
(배점)
A I
Ⅱ
제6문
(33점)
I
B Ⅱ

<표 Ⅱ-7-18> 센터시험 프랑스어 제6문 분석

문항
번호
34
35
36-37
38
39
40

평가요소
의사소통 : 언어이해와 표현
의사소통 : 언어이해와 표현
의사소통 : 언어이해와 표현
의사소통 : 언어이해
의사소통 : 언어이해
의사소통 : 언어이해

배점
5
5
8 (各4)
5
5
5

예상
정답률 특징
54
52
46 의사소통
53
53
49

제6문은 2개의 세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세트 속에는 4개의 문항
이 들어 있고, 두 번째 세트에는 3개의 문항이 들어 있다. 각 세트 문항에서 수험생
들은 우선 제시된 두 가지 자료를 관련지어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 자료들
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위 문항들의 질문에 알맞은 정답을 선택지에서 고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제시된 자료들의 길이가 길고 내용의 수준도 높다. 개별 문항의
질문과 선택지의 난이도 또한 높은 편이다. 언어에 대한 지식, 이해, 적용능력을 모
두 요구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독해 문항인 것이다. 난이도와 문항 내용의 양은 조
절해야겠지만 우리나라 수능의 제2외국어에 이러한 문항을 응용하여 적용함으로서
종합적인 언어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을 구성해보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고등학교 교과 담당 교원의 의견 평가’에 따르면 제6문 역시 일본 학생들에게는
난이도가 높지 않아 정답률이 상당히 높았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에
게는 지문이 긴데다 어휘 수준이 비교적 높아 난이도가 있는 문항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 그래서 예상 정답률은 46%에서 54%까지 분포되었다.
제7문도 의사소통 영역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 요소, 배점, 예상 정답
률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Ⅱ-7-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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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大問)
(배점)

<표 Ⅱ-7-19> 센터시험 프랑스어 제7문 분석

문항
번호
41
42
제7문(33점) 43
44
45
46-47

평가요소
의사소통 : 언어이해
의사소통 : 언어이해
의사소통 : 언어이해
의사소통 : 언어이해
의사소통 : 언어이해
의사소통 : 언어이해

배점
5
5
5
5
5
8 (各4)

예상
정답률 특징
43
41
46 의사소통
36
30
42

제7문에서는 4×6배판 용지 한 면 전체를 차지하는 긴 글이 제시되어 있다. 수험생
들은 이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거나 글을 내용과 일치하는 진
술을 선택하게 된다. 장문독해 문항으로 어휘력뿐만 아니라 테마에 관한 어느 정도
의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의미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다. 평소에 긴 글의 의미를 파
악하는 훈련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난이도가 높은 문항
이다. 지면상의 제약과 더불어 높은 난이도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수능에 도입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문항이지만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응용하고 싶은 문항 유형이다.
‘고등학교 교과 담당 교원의 의견 평가’에 따르면 센터시험 중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았다고 한다. 어휘나 문장의 수준이 높고, 게다가 장문이라서 읽는데 인내심이 필
요하고, 어휘력과 문장 해석능력 뿐만 아니라 테마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요한 문항
들이기 때문이다. 최상위층 수험생들을 변별하기 위한 전략적인 문제로 보인다. 그
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예상 정답률 역시 30%에서 46%까지 낮게 분포되어 있다.
제8문도 의사소통 영역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 요소, 배점, 예상 정답
률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Ⅱ-7-20>과 같다.
대문(大問)
(배점)
제8문(25점)

<표 Ⅱ-7-20> 센터시험 프랑스어 제8문 분석

문항
번호
48
49
50
5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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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의사소통 : 언어표현
의사소통 : 언어표현
의사소통 : 언어표현
의사소통 : 언어표현
의사소통 : 언어표현

배점
5
5
5
5
5

예상
정답률 특징
42
39
38 의사소통
30
41

제8문은 일본어 문장에 상응하는 프랑스어 문장을 구성해내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문자대로의 번역이 아니라 두개의 말의 발상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작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문항들이다. 수능에서는 보통 간
접적으로 작문능력을 평가하고 있는데 반해 센터시험의 문항은 훨씬 더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례를 참작하여 우리도 이처럼 직접
적인 작문 능력 평가 방식을 신중하게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상 정답률은 30%에서 42%까지 낮게 분포되어
있다. 문법에 대한 지식과 적용 능력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중국어
본고에서는 센터시험 중국어 문항의 분석을 위하여 일본입시센터에서 작성한 ‘고
등학교 교과 담당 교원의 의견과 평가’ 문건과 ‘문항제작부의 견해’를 참조하였고,
수능 문항의 난이도와 비교하기 위하여 8명의 교사들로부터 2009년 센터시험 중국
어 문항에 대한 예상정답률을 받았다.39)
우선 센터시험 중국어의 출제 방향과 응시생 현황, 평균 점수에 대하여 살펴보도
록 하겠다. ‘고등학교 교과 담당 교원의 의견’에 의하면 2009년도 센터시험은 다음의
세 가지를 근거로 평가한다.
(1) 센터시험은 ‘고등학교에서의 기초적인 학습달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라는 관점에서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의 ‘외
국어’과 목표를 중시한다.
(2) 고등학교에서의 학습 성과가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하도록 문
제가 출제되고 있는가에 관한 고등학교 교육 현장의 ‘4가지 기본적 요망’
이 존중되고 있는가를 판단한다.
① 너무 세세하고 난해한 어법을 묻지 않고, 기본적인 문법능력을 묻는다.
② 독해 문제는 분량 부담을 줄이고, 고등학생에게 익숙한 테마를 선택해
알기 쉬운 간소한 문장을 출제한다.
③ 병음을 중시하여 출제한다.
④ 단순히 어감만으로 판단되며 논리적인 설명이 어려운 출제는 피한다.
(3) 2008년의 문항제작부의 견해 ‘문항 제작의 원칙’과 ‘문항 제작의 방침’을
참고로 한다.

39) 센터시험 중국어 문항은 수능 중국어Ⅰ 문항과 비교할 때 난이도상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중국
어 교사한테 예상정답률 산출을 요청할 때, 상위 수험생 입장에서 난이도를 추청하도록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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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센터시험 중국어 문항제작부의 출제 지침은 다음과 같았다.

① 고등학교 외국어과 학습지도요령에 기재된 내용에 준거한다.
② 고등학교에서 중국어교육의 실태를 근거로 하여 출제의 기준, 범위, 내용을
정한다.
③ 출제형식은 ‘시험문제 예’ 및 199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시험에 기본적
으로 준거하지만, 이미 12차례의 시험이 행해졌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 일
부 변경을 가한다.
④ 고등학교의 학습 성취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⑤ 회화체에 비중을 두고, 서면체에 편중 되지 않도록 배려하여 출제한다.
⑥ 다른 외국어과목보다 높은 평균점을 억제하는 것을 고려하여 출제한다.

2009년 센터시험 중국어 수험생 수는 409명으로서 ‘외국어’ 수험생 전체의 0.08%
이다. ‘영어’ 수험생 99.84%를 차치하면, 나머지 외국어 중에서는 점하는 비율이 높
다. 작년보다 수험생 수가 51명이 감소하였다.
‘고등학교교과담당교원의 의견, 평가’에 의하면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
할 경우 68.78점으로 작년보다 4.4점 낮다고 한다.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다음과 같
이 하였다.
첫째, 수험생 중 10%를 조금 넘는 수가 절반 이하의 득점을 하는 등 종래에는 보
이지 않았던 경향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문제 7, 12, 27, 40, 42, 46, 47,
52, 53번 정답률이 극단적으로 낮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최근 몇 년
간의 경향으로 우선 일본이 수험생 층이 확대되었고, 다음으로 일본어 답지가 종전
에 비해 수준 높은 일본어 실력을 요구하게 된 탓에 중국인 수험생들이 일본어 답
지를 정확히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므로 ‘독일어’, ‘프랑스어’, ‘한국
어’의 평균점과 비교하여 이전에는 고득점을 기록해왔던 ‘중국어’가 2009년에는 최저
점이 되었다.
(가) 형식적인 특성

○ 문항 수
문항의 전체 구성이 크게 제1문(第1問)에서 제6문(第6問)까지 총 6개 부분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問]은 3개～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모두 44개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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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
번호*

<표 Ⅱ-7-21> 센터시험 중국어 문항 배열 및 배점, 표기 문자

문항번호
(배점)

1
A
2
3
B
4
5 제1문 C
6 (27)
7
8
D
9
10
11
A
12
13 제2문
14 (36) B
15
16
17
C
18
19
20
21
22
A
23
24 제3문
25 (32)
26
27
B
28
29
C
30

1
2
1
2
1
2
1
2
3
1
2
3
1
2
3
1
2
3
1

배점 표기 문자 해답
번호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문항번호
(배점)

배점 표기 문자

3
3
3
3
3
3
3
3
3
4
3
3
3
2
3
3
4
3
4

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자
제시문:한어병음
답지:한어병음
제시문:한어병음
답지:한어병음
제시문:한어병음
답지:한어병음
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자

2

4

한자

3

4

한자

4
1
2
1
2

7
4
한자
일본어
4 제시문:
정답을 문항별로 제시하기 위하여 매긴
답지: 한어병음 *해답번호는
일련번호이며,
제3문의 19-30까지의 6개 문항과 제
4
〃
5문의
46-47,
제6문의
54-55의 경우 문항은 한 개
이고,
두
개의
정답을
찾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해
4 제시문:한어병음
답지: 일본어 답번호는 55번까지이나 실제 문항
수는 44개가 된다.
4
〃

A
제4문
(32)

B
C

제5문
(38)

제6문
(35)

1
2
3
4
5
6
7
8
1
2
3
4
5
6

4
한자
4
한자
4
한자
4
한자
4
한자
4
한자
4
한자
4
한자
제시문:한어병음
4 답지: 일본어
4
한자
4 답지: 일본어
4 답지: 일본어
4
한자
4
한자
4
한자
10 답지: 일본어
(각5점)
5
한자
4 답지: 일본어
4
한자
4
한자
제시문:한어병음
4 답지: 일본어
4 제시문:한어병음
답지: 일본어
10
(각5점) 답지: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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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점
센터시험 중국어는 200점 만점에 각각의 문항의 배점은 3～4점이다. 특이한 것은
제3문 A부분 1번～4번 문항의 경우 각각 4점의 배점이고, 각각의 문항은 8개의 답
지에서 두 개를 고르게 되어 있는데, 두 개가 모두 정답일 경우에만 점수를 준다.

위 제3문 A. 1번 문항을 보면, 발문에 해당하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도록 답지에서 단어를 골라
배열하는 유형인데, 19번과 20번의 위치에 들어갈 단어 두 개가 모두 정답이어야 배점 4점을 획득
할 수 있다.

위 제3문 A. 1번 문항을 보면, 발문에 해당하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도록 답지에
서 단어를 골라 배열하는 유형인데, 19번과 20번의 위치에 들어갈 단어 두 개가 모
두 정답이어야 배점 4점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제5문의 8번과 제6문의 7번의 경우 한 개의 문항에 답을 두 개 고르도록 되
어 있다는 점에서는 제3문의 1번과 같으나 제3문은 두 개의 정답이 모두 맞아야 점
수를 획득할 수 있는 반면 제5문의 8번과 제6문의 7번의 경우에는 부분 배점이 되
어 있어 두 개 중 하나만 정답일 경우 5점 배점을 획득할 수 있다.
○ 답지
답지는 4～5개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이 4지 선다형이고, 5지 선다형은 모두 13
개 문항이다.
○ 발문
발문이 모두 일본어로 되어 있다. 제시문과 답지는 주로 한자로 표기되어 있고,
제시문이나 답지가 한어병음으로 표기된 문항은 10개, 답지가 일본어로 표기된 경우
도 10개 문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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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용적인 특성

센터시험 중국어 문항을 수능의 내용 영역과 비교하여 보면 수능은 발음 및 철자,
어휘, 문법, 의사소통 기능, 문화의 5개 내용 영역으로 나누어 문항이 분류되어 있는
데, 센터시험 중국어 문항은 내용 영역별로 나뉘어 있지는 않다. 문항 내용을 유추
하여 보면 수능의 발음 및 철자, 어휘, 문법, 의사소통 기능 영역은 다루고 있지만
문화 영역의 문항은 다루지 않고 있다.
수능의 행동 영역별 분류에서는 언어 이해, 언어 표현, 언어 이해와 표현으로 나
뉘고, 하위 분류로 지식, 이해, 적용으로 구분되는데, 센터시험 중국어 문항은 지식,
이해, 적용, 종합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즉 제1문은 지식, 제2문과 제3문은 이해,
제4문은 적용, 제5문과 제6문은 종합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난이도 측면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수능보다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는 센터
시험 중국어 과목을 치는 대부분의 학생이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들이기 때
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수능 중국어는 교육과정을 출제 범위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어휘와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이 제시되어 있는 반면, 센터시험 중국어 문항은
구체적인 어휘표나 학습 대상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일본 고등학교에
서 사용되는 교과서는 초급 수준인데 반하여 센터시험 중국어 문항은 매우 어렵게
출제되고 있다.
(다) 문항 분석

아래에서는 센터시험 중국어 문항의 평가요소들을 중심으로 문항에 나타난 특징
과 정답률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실제 정답률은 문항제작부의 견해를 참조하여
‘정답률이 높았다’거나 ‘상당히 높았다’는 문구가 있으면 ‘상’으로 표기하고, ‘정답률이
낮았다’거나 ‘상당히 낮았다’는 문구가 있으면 ‘하’로 표기하였다. 정답률에 대한 언
급이 없을 경우 공란으로 두었다. 예상정답률은 고등학교 중국어 교사 8인에게 중국
어가 우수한 학생들이 응시한다고 상정하였을 경우의 예상정답률을 의뢰하여 받은
결과이다.
센터시험 중국어 과목 전체 55 문항 중 제1문의 9개 문항은 전체적으로 ‘발음 및
철자’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이다. 이들 문항의 평가 요소와 대략의 실제 정답률과
예상정답률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Ⅱ-7-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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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
번호
1
2
3
4
5
6
7
8
9

<표 Ⅱ-7-22> 센터시험 중국어 제1문 평가요소 및 정답률
문항번호
A 12
B 12
제 1
1
문C 2
1
D 2
3

배점
평가요소 : 발음
정답률 A B C 예상정답률(%)
D E F G H
3 단어를 구성하는 한자의 발음 상 20 40 15 45 10 5 20 8
3 단어를 구성하는 한자의 발음 상 20 45 20 35 10 5 35 8
3 성모의 차이(“n-”와 “l-”)
중 15 45 20 60 10 10 55 9
3 성모의 차이(“b-”와 “p-”)
15 35 18 50 10 10 40 8
3 운모의 차이(“-in”과 “-ing”) 하 35 50 30 50 25 10 50 9
차이(“z,c,s”의 뒤에 붙 상 20 40 20 65 20 5 50 9
3 운모의
는 “-u”와 “-i”)
3 성조(1성+경성)
하 10 30 23 45 10 20 20 10
3 성조(3성+2성)
하 20 25 20 35 20 20 25 10
3 성조(3음절)
하 25 35 18 65 20 20 35 9

평균
20.38
22.25
28.00
23.25
32.38
28.63
21.00
21.88
28.38

제1문의 평균 정답률은 60% 중반으로 우리나라 교사들이 예상한 전체 평균 25%
와 비교해볼 때 매우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교사들의 경우 센터시험 중국어 수험
생의 대부분이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임을 감안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학생의
입장 즉 초급 학습자의 입장에서 정답률을 예상하였기 때문에 정답률의 차이가 크
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제1문에서 묻고 있는 단어가 우리나라의 중국어 교육과정 기본어휘에서 벗어난
매우 어려운 단어인 점이 특이하다. 아마도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수험생을 감안
하여 지문이나 선택지에 제시하는 어휘의 난이도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것 같으나,
일본 고등학교 담당교원의 의견을 살펴보면 학생들한테 익숙하지 않고 별로 본 적
이 없는 단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제1문의 문항 유형이 묻고자 하는 단어 하나만 제시한 점이 수능의 유형과
다르다. 수능의 경우 의사소통 기능을 강조하여 ‘발음 및 철자’ 분야에서도 단순히
단어만을 제시하여 발음이나 철자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해당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문장이나 문맥 속에서 발음이나 철자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의 1, 2번 답지에서 관련된 음절에만 밑줄을 긋지 않고 단어를 제시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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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단어 전체에서 발음을 익히도록 유도한 점은 참고할 만하다. 성조를 묻는 D의
세 문항에 있어서도 단어의 음절별로 묻는 것이 아니라 단어 전체의 성조 조합을
물어봄으로써 발음을 음절 단위가 아닌 단어 단위로 익힐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다.
<표 Ⅱ-7-23> 센터시험 중국어 제2문 평가요소 및 정답률
해답
번호
10
11
12
13
14
15
16
17
18

문항번호 배점
1
A 2
3
제 1
2
문B 2
3
1
C 2
3

4
3
3
3
2
3
3
4
3

평가요소
정답률
의사소통기능: 대화문에
들어갈 알맞은 답문 찾기 상
의사소통기능: 대화문에
들어갈 알맞은 답문 찾기 상
의사소통기능: 대화문에
들어갈 알맞은 질문 찾기 하
어휘: 개사
상
어휘: 동사
상
어휘: 명사
중
어휘: 결과보어
상
어휘: 부사
상
어휘: 관용 표현
상

A
70
60
65
40
20
20
15
25
35

B
65
55
50
45
35
40
45
50
50

C
55
38
40
36
24
22
23
23
34

예상정답률(%)
D E F G
65 60 70 30
50 50 50 55
75 60 60 60
65 40 30 50
45 20 10 30
40 20 10 30
35 20 10 50
30 70 40 40
70 40 60 55

H
17
16
20
10
9
9
8
9
15

평균
54.00
46.75
53.75
39.50
24.13
23.88
25.75
35.88
44.88

센터시험 중국어 과목 전체 55 문항 중 제2문의 9개 문항은 ‘의사소통 기능’과 ‘어
휘’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A의 세 문항은 한어병음으로 표기
한 의 의사소통 능력 평가와 관련된 문항이고, B와 C의 여섯 문항은 ‘어휘’ 평가와
관련된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9개 문항의 평가 요소와 대략의 실제 정답률과
예상정답률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Ⅱ-7-23>과 같다.
제2문 전체 9개 문항의 평균 정답률은 70%대 후반으로 예상보다 높았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 교사들의 예상 정답률 평균은 39%이다. B의 세 문항은 유의어의 의
미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C는 어구의 의미나 용법을 묻는 문항이기 때
문에 문법 영역의 성격도 띠고 있어 어려운 문항으로 판단한 것 같다. 또한 지문이
나 선택지에 제시한 단어가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기본어휘를 벗어나는 것들이 많아
서 훨씬 어렵게 느껴질 가능성이 크다. 문항 유형을 살펴보면 A와 B는 최선답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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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C는 부정형이다.
센터시험 중국어 과목 전체 55 문항 중 제3문의 12개 문항의 해당 평가 요소와
대략의 실제 정답률과 예상정답률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Ⅱ-7-24>와 같다.
<표 Ⅱ-7-24> 센터시험 중국어 제3문 평가요소 및 정답률
해답
번호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문항번호 배점

평가요소

1 4 표현(일본어→중국어),
어순
2 4 표현(일본어→중국어),
어순
A
표현(일본어→중국어),
제 3 4
어순
3
문 4 4 표현(일본어→중국어),
어순
B 12 44 표현(일본어→중국어)
표현(일본어→중국어)
C 12 44 이해(중국어→일본어)
이해(중국어→일본어)

정답률 A
상 15
15
중 15
15
상 10
10
상 15
15
하 55
35
상 70
상 70

B
5
10
5
5
10
10
5
5
65
60
60
70

C
12
15
13
11
12
10
10
10
27
25
32
40

예상정답률(%)
D E F G
60 30 20 25
65 40 20 25
20 35 10 20
25 30 10 30
55 40 10 30
50 40 10 30
40 60 20 35
45 60 20 35
70 70 70 40
75 60 20 40
80 70 30 40
85 60 50 55

H
9
8
9
8
8
8
8
8
15
15
15
15

평균
22.00
24.75
15.88
16.75
21.88
21.00
24.13
24.75
51.50
41.25
49.63
55.63

제3문 전체 12개 문항의 평균 정답률은 70%대이다. 반면 우리나라 교사들의 예상
정답률 평균은 31%로 매우 낮다. 특히 일본어 문장을 중국어로 표현하는 A문항 4
개는 단어의 어순을 배열하는 문법 성격을 띠고 있고 수능에서는 시도된 적이 없는
문항 유형40)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항으로 본 것 같다. 반면 한어병음으로 표기
된 문장으로 작문하거나 또는 일본어로 해석하는 문항은 비교적 쉽게 예상한 것 같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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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 고등학교 교과담당 교원의 의견에서도 C와 같은 유형은 중국어를 모국어
로 하는 수험생이 아닌 일본인 수험생이 쉽게 풀 수 있는 양질의 문항으로 평가받
고 있다.
센터시험 중국어 과목 전체 55 문항 중 제4문의 9개 문항의 해당 평가 요소와 대
략의 실제 정답률과 예상정답률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Ⅱ-7-25>와 같다.
<표 Ⅱ-7-25> 센터시험 중국어 제4문 평가요소 및 정답률
해답
번호
31
32
33
34
35
36
37
38

문항번호 배점
4
A 4
4
제
4 B 44
문
4
C 4
4

평가요소
의사소통 기능
의사소통 기능
의사소통 기능
의사소통 기능
의사소통 기능
의사소통 기능
의사소통 기능
의사소통 기능

정답률
상
상
상
하
상
상
상
상

A
50
30
30
40
50
60
50
35

B
30
35
40
50
55
60
50
65

C
22
21
22
36
35
45
42
44

예상정답률(%)
D E F G
65 65 5 40
60 55 5 35
60 55 5 40
65 65 10 35
70 55 10 50
70 75 10 35
60 45 10 35
50 45 10 35

H
15
14
15
10
15
19
15
18

평균
36.50
31.88
33.38
38.88
42.50
46.75
38.38
37.75

제4문 전체의 평균 정답률은 80%대 후반으로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 교사들의 예
상 정답률 평균은 38%이다. 지문 A는 교과서 구매에 관한 선배와 후배의 대화이고,
B는 지구 온난화를 주제로 한 대화이고, C는 일본의 골든 위크(golden week)에 하
는 여행을 화제로 한 대화문이다. 대화문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나 표현을 찾는 유형
으로서 수능의 세트 문항(한 개의 지문에 여러 개의 문항이 구성된 것)에 해당한다.
세트 문항임을 감안하더라도 지문이 수능보다 3～5배 가량 길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사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문항으로 판단한 것 같다.
센터시험 중국어 과목 전체 55 문항 중 제5문 9개 문항의 해당 평가 요소와 대략
의 실제 정답률과 예상정답률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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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26> 센터시험 중국어 제5문 평가요소 및 정답률

해답
번호
39
40
41
42
43
44
45
46
47

예상정답률(%)
문항번호 배점
평가요소
정답률
A B C D E F G H 평균
1 4
의사소통 기능
중 60 45 46 50 30 5 20 10 33.25
2 4 의사소통 기능, 어휘 하 30 40 23 30 40 5 20 11 24.88
3 4
의사소통 기능
중 50 45 30 45 40 0 20 13 30.38
의사소통 기능
하 65 45 30 60 50 5 25 14 36.75
제 4 4
5 5 4
의사소통 기능
하 20 30 25 40 40 5 15 10 23.13
문 6 4
의사소통 기능
하 35 35 28 50 60 0 30 10 31.00
7 4
의사소통 기능
상 25 40 25 35 40 5 15 10 24.38
하 50 45 22 55 50 10 10 12 31.75
8 10
의사소통 기능
하 50 35 22 60 50 10 10 12 31.13

장문의 독해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서 의사소통 기능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문항 유형에 따라 어휘 영역에 속할 수도 있는 문항들(2번, 6번)도 있다. 제5
문 전체의 평균 정답률은 50% 중반대로 전체에서 가장 낮다. 우리나라 교사들의 예
상정답률도 30%로 낮게 보았는데, 지문이 매우 긴 데다 단순한 문장의 의미 파악보
다는 문맥을 파악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인 것 같다.
센터시험 중국어 과목 전체 55 문항 중 제6문 9개 문항의 해당 평가 요소와 대략
의 실제 정답률과 예상정답률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Ⅱ-7-27>과 같다.
제6문은 장문의 독해 문제이다. 전체의 정답률은 60%대 전반으로 낮았지만 제5문
보다는 좀 나은 편이다. 반면 우리나라 교사들은 정답률을 30%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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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27> 센터시험 중국어 제6문 평가요소 및 정답률
해답
번호
48
49
50
51
52
53
54
55

문항번호 배점
1 5
2 4
3 4
第 4 4
6
問 5 4
6 4
7 10

평가요소
의사소통 기능
의사소통 기능
의사소통 기능
의사소통 기능
의사소통 기능
의사소통 기능
의사소통 기능
의사소통 기능

정답률 A B
상 40 45
45 40
상 55 35
45 40
하 45 45
하 35 40
50 40
50 50

C
20
24
23
25
25
34
32
27

예상정답률(%)
D E F G
35 15 5 15
50 20 20 10
45 30 10 25
50 30 10 20
60 50 5 20
50 50 5 35
60 30 10 20
65 30 10 35

H
17
10
10
10
10
10
9
9

평균
24.00
27.38
29.13
28.75
32.50
32.38
31.38
34.50

(4) 한문
2006년 시험부터 2009년까지 4개년 간의 센터시험 한문 영역의 문항을 분석해보기
로 한다. 여기에서는 크게 ‘문항의 유형’, ‘지문 내용 및 문항 배열’, ‘평가 목표 및 난
이도’, ‘문항 형식, 문두와 답지, 문제지 면수’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가) 문항의 유형

2009년도 센터시험 한문 영역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숙어의 의미 알기
1번 설문은 지문에 사용된 숙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로, 고등학교에 있어서 기본적
인 학습을 확인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아래에 모두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항당 배점은 4점씩으로 총 8점 만점으로 되어 있다.


<예시> 문 1 (2009)
밑줄 친 (1)「寧歲」(2)「相類」의 의미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다음 각 군의 ①～⑤ 중에서, 각각
한 개씩 선택하시오. 해답 번호는 ㆍ.
(1) 「寧歲」 
① 치안이 개선된 시기
② 평화롭고 전쟁이 없는 기간
③ 건강에 유의해야 할 연령
④ 기후가 온화한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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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병역이 면제된 세대
(2) 「相類」 
① 서로 함께 협력한다.
② 모두에게 공통된다.
③ 서로 비슷하다.
④ 의견을 같이 한다.
⑤ 각각 결점이 있다.

일본어의 어순에 따라 가나를 섞어 문어문으로 고치기
2번 설문은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는 문제로, 한문을 일본어의 어순에 따라 가나
(かな)를 섞어 문어문으로 고쳐 쓸 수 있는지, 그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지 묻는 문제이다. 그 아래에 모두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항 당 배점
은 5점씩으로 총 10점 만점으로 되어 있다. 이전에는 6점씩 총 12점 만점으로 구성
된 적도 있다.


<예시> 문 2 (2009)
밑줄 친 A「而後世以亡国之罪 歸之西施 過矣」에 대해서 일본어의 어순에 따라 가나(かな)를 섞
어 문어문으로 고쳐 쓴 글(i), (ii) 그 해석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다음 각 군의 ①～⑤ 중에서 각
각 한 개씩 선택하시오. 해답 번호는 ㆍ.
(i) 일본어의 어순에 따라 가나(かな)를 섞어 문어문으로 고쳐 쓴 글 
① 그런데도 후세 망국의 죄를 가지고 이것을 서시(西施)에게 돌리는 것은 과오다.
② 그리하여 후세 망국의 죄를 가지고 여기에 서시(西施)를 돌아가게 하는 것도 지나치다.
③ 이리하여 후세 망국의 죄를 가지고 이것에 서시(西施)를 시집보내는 것도 과오다.
④ 그런데도 후세 망국의 죄를 가지고 이것을 서시(西施)에게 돌아가는 것은 지나치다.
⑤ 그런데도 후세 망국의 죄를 가지고 이것을 서시(西施)에게 돌리는 것은 지나치다.
(ii) 해석 
① 그렇다고는 해도 후에 오나라 왕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서시(西施)를 월에 되돌려 보냈다고
해도 늦었을 것이다.
② 그러니까 오나라가 멸망한 후에 오나라의 사람들은 오나라를 멸한 죄로 서시(西施)를 비난했
던 것이다.
③ 그 후 세상 사람들이 ‘오나라를 멸한 것은 월이 서시(西施)를 보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퍼
뜨린 것이다.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의 사람들이 오나라가 멸망한 것을 서시(西施)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⑤ 그렇지만 그 후 월나라 왕이 오나라를 멸하기 위해서 서시(西施)를 시집보내는 것은 너무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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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주체 알기(주어 판별하기)
3번 설문은 행위를 나타내는 어구의 행위 주체를 묻는 문제인데, 문항 당 배점은
6점 만점으로 되어 있다.


<예시> 문 3 (2009)
이중 밑줄 친 (아)「何能爲」(이)「日伺其後」(우)「遠出数天里」의 행위의 주체는 각각 누구인가?
그 구성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다음 ①～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해답 번호는 .
① (아) 吳王 (이) 種 蠡 (우) 句踐
② (아) 吳王 (이) 句踐 (우) 西施
③ (아) 西施 (이) 句踐 (우) 吳王
④ (아) 宰嚭 (이) 吳王 (우) 西施
⑤ (아) 西施 (이) 宰嚭 (우) 吳王

각 문장의 표현과 내용의 특징 알기
4번 설문은 다섯 개의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구법(句法), 고사 성어, 지시어, 비유
등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종합적인 내용 이해를 묻고 있는 문제로, 문항 당 배점은 8
점 만점으로 되어 있다.


<예시> 문 4 (2009)
본문의 제2 단락을 다섯 개의 문장(Ⅰ∼Ⅴ)으로 나누었을 경우, 각각의 문장의 표현과 내용의 특징
을 설명한 것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다음 ①～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해답 번호는 .
① Ⅰ「使吳王…」은 가정의 질문을 이용하여 오나라의 멸망은 오왕이야말로 요구해야만 한다는
종래의 견해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있다.
② Ⅱ「當時以…」은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4자 숙어를 이용하여 월의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
서, 오가 몰래 힘을 기르고 있던 것을 표현하고 있다.
③ Ⅲ「而乃遠…」은 오와 월과의 전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양국의 공방이 오랜 세월에 걸쳐
서 자주 반복되는 것을 인상적이었다.
④ Ⅳ「越人乗…」은 오의 수도를「곤충 집의 구멍」에 비유함으로 오를 멸하는 것은 작은 동물을
잡는 것처럼 용이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⑤ Ⅴ「此即無…」은 가정형과 반어형을 병용함으로써 오의 멸망에 대한 종래의 견해를 부정하고
필자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내용 파악하기
5번 설문은 필자가 주장하고 있는 근거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로, 문항 당
배점은 8점 만점으로 되어 있다. 이전에는 7점 만점으로 구성된 적도 있다.


<예시> 문 5 (2009)
밑줄 친 B「其轍一也」는, 여기에서는「오왕과 부견(符堅)이 걸어온 길은 같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양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다음 ①～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
시오. 해답 번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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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오왕과 부견은 개인의 자질도 그 결말도 완전히 같았다. 모두 환락에 빠지고 백성을 돌아보지
않고, 이웃나라의 공격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멸망했던 것이다.
② 오왕과 부견은 개인의 자질상으로는 차이가 있어도, 두 명의 결말은 완전히 같았다. 모두 뛰어
난 인물을 살해해 정치의 방향성을 잃었기 때문에 멸망했던 것이다.
③ 오왕과 부견은 그 결말에 차이가 있어도 개인의 자질은 완전히 같았다. 모두 호화스러운 것을
좋아하고 전쟁을 즐기며 국내의 정치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멸망했던 것이다.
④ 오왕과 부견은 개인의 자질도 그 결말도 완전히 같았다. 모두 유능한 인물을 살해하고 전쟁을
즐기며 타국을 침략해서 대패했기 때문에 멸망했던 것이다.
⑤ 오왕과 부견은 개인의 자질상으로는 차이가 있어도 두 명의 결말은 완전히 같았다. 모두 타국
에 원정해 자국의 위기를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했던 것이다.

필자의 의도 알기
6번 설문은 필자가 옛 격언을 인용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
로, 문항 당 배점은 10점 만점으로 되어 있다. 이전에는 8점 만점으로 구성된 적도
있다.


<예시> 문 6 (2009)
밑줄 친 C「元亀 格言」을 필자가 인용한 의도의 설명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다음 ①～⑤ 중에
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해답 번호는 .
① 오왕의 사적 및 오왕과 부견과 비교를 통해서, 오국의 멸망은 오왕의 위정자로서 자질에 그 원
인이 있던 것을 교훈이나 격언을 인용해 논증하려고 하고 있다.
② 오국의 멸망은 오왕과 서시(西施)와의 관계로부터 설명되는 것이 아니고 월왕과 그 신하 등의
교묘한 책략에 의하는 것인 것을 교훈이나 격언을 인용해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
③ 위정자로서 강대한 군대를 계속 통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질이나 시대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곤란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교훈이나 격언을 인용해 강조하려고 하고 있다.
④ 위정자로서 군사력을 안이하게 행사하면 반드시 자멸을 부르게 되어, 그것은 또 어느 시대에도
반복되는 것을, 교훈이나 격언을 인용해 경고하려고 하고 있다.
⑤ 오국의 멸망은 용이하게는 이해할 수 없는 심원한 이유에 근거하는 것이어서 위정자는 항상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교훈이나 격언을 인용해 제언하려고 하고 있다.

(나) 지문 내용 및 문항 배열

먼저 2006년 이래 센터시험 한문 영역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
펴보면 다음 <표 Ⅱ-7-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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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28> 센터시험 한문 영역의 구성

문항
연도 번호 설문 해답
번호
(배점)
1 2829
2 3031
제4문
2006 (50) 3 32
4 33
5 34
6 35
1 2930
2 31
제4문
2007 (50) 3 3233
4 34
5 35
6 36
1 3132
2 3334
제4문
2008 (50) 3 35
4 36
5 37
6 38
1 2930
2 3132
제4문
2009 (50) 3 33
4 34
5 35
6 36

배점
4
4
6
6
7
7
8
8
4
4
6
5
5
8
8
10
4
4
6
6
7
7
8
8
4
4
5
5
6
8
8
10

지문 주석
분량 수

지문 출전

지문 내용
자신의 집에 나오는 쥐를 퇴
치하려고 고심하지만 뜻대로
잘 안되자 고양이를 방에 두
明,
胡儼,
쥐는 없어졌다는 이야
150자 5개 『胡祭酒集』 었더니
기에서, 사람에게는 제각각 본
분이 있어, 군자는 자신의 역
할을 터득하여 그것을 완수해
야 한다는 내용
매년 과거 예비시험에서 수석
합격하던 銭明経이, 어느 해
시험장에서 만취해 시험 종료
淸, 姚元之,
급하게 정해진 형식과
138자 13개 『竹葉亭雜記』 직전에
는 다른 ‘節句’를 만들어 제출
했는데, 채점관이 그 발상을
높이 평가하여 역시 수석 합
격을 했다는 일화
수, 당나라시대 화가에 관한
明,
胡直,
두 개를 제시하고, 학문
181자 11개 『衡廬精舍藏稿』 일화
이라는 것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함.
나라가 망한 것은 西施에게
나라 왕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 아니라, 먼 나라에까지
明, 侯方域, 군대를 보내 전쟁을 계속해
191자 13개 『壯悔堂文集
』 국내의 위기에 대처하지 못했
기 때문이고, 그 실패는 어느
시대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이라고 논함.
吳
吳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명(明)나라 혹은 청(淸)나라의 글감 중에서 1개를
발췌하여 지문으로 제시하고 8개 문항을 묻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지문의 분량은
138～191자, 각주는 5～13개로, 점차 분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수능의 경우는 지문의 내용과 분량 등에 있어 센터시험과과 어떻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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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지 2009년도 수능 한문의 지문 분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수능의 경우에
는 ‘한자’, ‘한자어’, ‘한문’의 3개 내용 영역 중 주로 한문 영역에만 지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전체 30문항 중 50% 정도인 15개 내외의 문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분
문항
번호
(배점)
설문
해답
번호
배점
지문
분량
주석
수

<표 Ⅱ-7-29> 수능과 센터시험의 한문 지문 비교
수능

漢文

16-17

중 지문을 사용하는 문항 15개 (29점)

18-20

21

센터시험

국어의 제4문 (50점)

22-23 24-25 26-27 28-30

1

2 3 4 5 6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9 30 31 32 33 34 35 36
2 2 2 2 2

2

2 2 2 2 2 2 2 1 2 4 4 5 5 6 8 8 10

36자

8자

40자 44자 54자

56자

60자

191자

1개
2개
0개 3개 1개 3개 3개
13개
이백(李 이수광(李睟 홍 대용 권필 ‘맹자 이 순 이긍익(李 후방역(侯方域), ‘장회
白), ‘춘 光), ‘지봉유 (洪大容), ( 權 韠 ) , (孟子)’ 신 ( 李 肯翊), ‘연 당문집(壯悔堂文集)’
야 연 도 설 ( 芝 峯 類 ‘담헌서 ‘도중
舜臣 ) , 려실기술
리
원
서
說)’
(
湛
軒
書
)’
(
途
中)’,
‘ 진 중 (燃藜室記
지문 ( 春夜宴
두보
음(陣中 述)’
출전 桃 李 園
(杜甫) ,
吟)’,
序)’
‘절구
‘논어
(絶句)’
(論語)’

센터시험과는 달리 수능에서는 9편의 지문을 사용하였는데, 중국 글감뿐만 아니라
한국 글감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중국 글감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또
한 대다수 지문의 분량도 센터시험의 1/4 정도인 40자 내외에 지문 당 문항 수도 2
개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센터시험에서는 지문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으며 각주는 어떻게 달고 있는
지 지문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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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1] 센터시험 한문의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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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2] 센터시험 한문의 각주
[그림 Ⅱ-7-1]에 제시되어 있는 지문은 중국 명(明)나라 후방역(侯方域)의『장회
당문집(壯悔堂文集)』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위 지문을 보면 구두점 외에 일본식 현
토(懸吐)와 해석 순서를 함께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즉 지문에 구두점만 표
기하여 제시하는 수능과 달리 센터시험의 지문에는 구두점뿐만 아니라 훈독(訓讀)과
관련된 오쿠리가나(送り假名 : 한문을 훈독할 때 한자의 오른쪽 밑에 작게 다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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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가나)와 가에리텐(返り点 : 한문을 훈독할 때 읽는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한자
의 왼편 밑에 붙이는 기호)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림 Ⅱ-7-2]을 보면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주요 어구에는 되도록 친절하게 주석을 많이 달아주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자를 사용할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주석을 달아주고 있는 수능과는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일 양국 한문 시험의 지문 내용 및 문항 배열을 대비해보면
다음 <표 Ⅱ-7-30>과 같다.
<표 Ⅱ-7-30> 수능과 센터시험의 한문 지문 내용 및 문항 배열 비교

구분
지문 내용
지문 분량
지문당 문항 수
지문당 각주 수

수능
한국 글감, 중국 글감
50자 내외
1-3문항
0-3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에 포함되어
각주의 성격 있지 않은 한자를 사용할 경우에만
주석을 달아줌.
지문 제시 방법 구두점만 표기하여 제시

센터시험
중국 글감
200자 미만
8문항
5-13개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주요 어
구에 주석을 달아줌.
구두점, 오쿠리가나(送り假名), 가에
리텐(返り点)

(다) 평가 목표 및 난이도

일본 대학입시센터에서는 시험 시행 후에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과목별 보
고서는 3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등학교교과담당교원의 의견 평가’, ‘교육연구단
체의 의견 평가’, ‘문항제작부의 견해’가 그것이다. 이중 ‘문항제작부의 견해’에 의하
면 2009년도 문항 제작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2009년도의 문제 제작에 있어서는 센터시험의 목적과 성격 및 그 역할을 고려해,
종래의 방침을 계승하면서 현행의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이념에 따라 가능한 한
새로운 경향을 추가하면서 수험생의 학력을 검출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논리
적 사고력과 감수성을 균형 있게 겸비한 학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그 달성도를 판정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위에 언급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學習指導要領)’이 바로 평가의 목표인 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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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한문 영역이 속해 있는 ‘고전’ 과목의 목표와 지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Ⅱ-7-31>과 같다.
<표 Ⅱ-7-31> 일본 학습지도요령에서 고전 과목의 목표와 내용

목 표

고전으로서의 고문과 한
문을 읽는 능력을 기르
는 것과 함께 사물의 견
해, 느끼는 법, 사고방식
을 넓게 하고 고전에 친
숙하게 함으로 인생을
풍부하게 하는 태도를
기른다.

내 용
고문과 한문에서 이용되는 어구의 의미, 용법 및 문의 구조를
이해한다.
문장과 작품의 내용을 구성과 전개에 입각하여 적확하게 다룬다.
문장과 작품에 나타난 인간, 사회, 자연 등에 대한 사상과 감정을
읽어내고, 사물의 견해, 느끼는 법, 사고방식을 풍성하게 한다.
문장과 작품 표현상의 특색을 이해하고 뛰어난 표현에 친숙해진다.
고전을 읽어 일본문화의 특질과 일본문화와 중국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한다.

앞서 살펴본 2009년도 한문 영역 문항의 유형, 즉 숙어의 의미 알기, 일본어의 어
순에 따라 가나를 섞어 문어문으로 고치기, 행위의 주체 알기, 각 문장의 표현과 내
용의 특징 알기, 내용 파악하기, 필자의 의도 알기 등은 위와 같은 평가 목표를 비
교적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도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 ‘문항제작부의 견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2009년도의 수험생은 작년보다 약 4,000명이 증가해, 약48만 5,000명, 평균점은 약
6점이 내려가 115.46(57.73%)이었다. 센터시험은 각 과목의 평균점 6할을 기준(목표)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도보다는 약간 밑돌긴 하지만 적절한 난이도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말할 수 있다.
센터시험의 국어는 1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평균 60점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실제로는 어떠한 결과를 얻고 있는지 2006년 이래의 수험자 수와 평
균 점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Ⅱ-7-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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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32> 센터시험 국어과 수험자 수와 평균 점수 추이
연도
2006
2007
2008
2009

응시자 수
482,808
487,424
481,315
484,871

평균 점수
62.76
54.97
60.82
57.73

<표 Ⅱ-7-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센터시험의 국어과 응시자 수는 48만여 명이
고, 실제 평균점은 55-63점의 범위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점수 분포는 평론, 소
설, 고문, 한문 총 36문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평균점이 그대로 한문 영역에 적
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평균 60점을 목표로 출제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60점 내
외의 평균점을 보이고 있는 점은 수능의 한문 과목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라) 문항 형식, 문두와 답지, 문제지 면수

수능과 센터시험 한문의 문항 형식을 대비해보면 다음 <표 Ⅱ-7-33>과 같다.
문항 형식
세트형
최선답형
완성형
정답형
부정형
합답형

<표 Ⅱ-7-33> 수능과 센터시험 한문의 문항 형식 비교
수능
○
○
○
○
○
○

센터시험
○
○
○
×
×
×

센터시험 한문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의 자료를 활용하여 두 개 이상의 문항을 제
시하는 ‘세트형’, 여러 답지 중에서 ‘정답에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게 하는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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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형’, 진술문의 일부분(예컨대, 단어, 어구, 문장 등)을 띄어 놓고 정답으로 채우게
하는 ‘완성형’ 등이 사용되고 있다. 수능의 경우에는 이외에도 여러 답지 중에서 하
나만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오답인 ‘정답형’, 답지 중 한 개는 ‘거짓’인 항목을 주고
그것을 선택하게 하는 ‘부정형’, <보기>에 제시된 여러 개의 선택지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이 합해서 정답이 되는 ‘합답형’ 등 보다 다양한 형식이 동원되고 있다.
다음으로 두 시험에서 문두, 즉 문제의 답지, 지문, 보기 등을 제외한 부분을 어떻
게 기술하고 있는지, 답지는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문제지의 면수는 어떠한지 대
비해보면 다음 <표 Ⅱ-7-34>와 같다.
<표 Ⅱ-7-34> 수능과 센터시험의 한문 문두, 답지, 문제지 면수 비교

문두

답지
문제지
면수

구분
기술 방식
문장
형식
기호
밑줄 친 부분
길이
내용
한자, 한자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수능
간결하고 명료하게 기술
불완전 문장
의문문
㉠, ㉮, ⓐ 등 원문자 사용
㉠, ㉮, ⓐ 다음의 밑줄 친 부분
은 제시 안 함
길이 순서대로 제시
논리적 혹은 시간적 순서 고려
획수, 부수, 자음 순서 고려
3면
3면
3면
3면

센터시험
상세하고 친절하게 기술
완전한 문장
명령문
원문자 대신 A, ⒜ 등 사용
A, ⒜ 다음의 밑줄 친 부분을 함
께 제시함
길이 순서 고려 안 함
내용상 순서 고려 안 함
획수, 부수, 자음 순서 고려 안 함
5면
6면
7면
8면

두 시험의 문두 기술 방식은 서로 확연히 대비가 된다. 수능의 경우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기술하되 형식은 불완전 문장으로 하고 의문문으로 끝나게 하고 있다. 이
는 문항을 이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대신 정답을 구하는 데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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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주기 위한 배려이다. 반면 센터시험의 경우는 상세하고 친절하게 기술하되 형식
은 완전한 문장으로 하고 명령문으로 끝나게 하고 있다. 이는 문항을 이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조금 더 들더라도 불필요한 혼란 없이 정답을 찾도록 하려는 배려
이다. 센터시험의 경우는 지문의 특정 부분을 언급할 때, 기호로 영문 자모 또는 괄
호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수능은 한글 자모 또는 원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또
한 센터시험은 지문의 특정 부분을 문두에서 언급할 때 기호와 더불어 해당 부분까
지 함께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센터시험의 문두는 수능보다 비교적
긴 편이다.
이는 그대로 문제지의 면수에도 반영되고 있다. 센터시험의 경우는 문제지의 면수
를 고정시키지 않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면수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계속하여 문제지의 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라 하겠다. 반면 수능
의 경우에는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속해 있는 8개 과목이 모두 같은 체제로 이루
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지의 면수가 3면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때에 따라서
는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문항의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되기도 하는 부작용이 있다.
다음으로 답지 배열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수능의 경우는 답지의 길이와 같은
관례적 순서나 논리적 혹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답지를 제시하고 있다. 답지가 한
자나 한자어인 경우에는 획수나 부수, 자음의 순서까지 고려하기도 한다. 반면 센터
시험의 경우는 나름대로 배열의 원칙이 있겠으나 수능처럼 세심하게 고려하지는 않
는 것으로 보인다.
다. 수능에 주는 시사점

(1) 제2외국어
센터시험 제2외국어 문항을 분석한 결과에 대해 간략히 표현해 본다면 우리의 교
육과정 편제 및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 수능 출제지침 그리고 현행 외국어과 수능
체제 및 문항 형태와 견주어 비교해 볼 때 시험의 제도적, 내용적 특성의 근본적인
상이성으로 인하여 문항의 질적인 측면에서 수능 문항 개선에 대한 직접적이며 구
체적인 개선사항을 추출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센터시험 제2외국어 문항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어려웠으나 일본 입시센터에서 제공하는 ‘고등학교 교과 담당 교원
의 의견 및 평가’ 문서와 ‘문항제작부의 의견’ 그리고 50개 내외의 실제 문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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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의 예상정답률에 근거하여 센터시험의 기본적인 성격과 내용
을 유추할 수 있었다.
우선 센터시험의 형식적인 측면을 관찰해 볼 때 문항 유형군은 전체적으로 매우
단순하지만 일부 문항의 경우 매우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
리와 비추어볼 때 문항 구성의 단순한 형태도 일부 수용을 하고 아울러 센터시험의
몇몇 문항에 근거하여 점진적인 출제 지침의 개선과 모의평가를 통해 진정한 ‘대학
수학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보다 나은 타당도와 변별도를 갖춘 문항 유형을 개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가까이로는 2011학년도 수능에서 비록 간략한 형태라 하
더라도 이러한 방향으로의 문항을 선보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편의상 센터시험
독일어 문항의 외형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을 구분하여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가) 외형적인 측면

이른바 제2외국어를 영어와 동일한 위상을 지닌 선택과목으로 학습하고 있다. 오
늘날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 외국어와 관련해 다양한 취미와 적성을 지닌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은 시험제도가 매우 필요하다. 우리나라 외국
어교육 정책 수립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항 수는 모두 4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많은 문항 수를 통해 다양한 평
가요소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필요한 많은 학습 요소들을 평가할 수 있다
는 점과 이를 통해 수험생들의 독일어 능력을 훨씬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센터시험도 미국의 ‘SAT 외국어 시험’과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문항의 답지가 4
개로 구성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문항 출제 시 늘 느끼는 바이지만 5개 답지로
구성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며 과연 유의미한 작업인가에 대한 회의가 출제자간 자
주 논의되는 바이다. 아울러 4개 선택지로 되어 있어 문항 제작 시 무리하게 오답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질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한 신중한 재고가 요망된다.
발문이 우리와 다르게 필요할 경우 문항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충분히 제시한
다는 점이다. 우리 발문의 경우 거의 모든 문항들이 동일하게 간단한 진술로 구성되
어 있어 있다. 이러한 발문의 형태도 전달이 명료하고 제작 시 간편하다는 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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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있기는 하나 몇몇 문항의 경우에는 정확한 문항이 되기 위해서는 상세한 정
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세한 정보를 담은 발문의 형태로 이루어
진 문항 유형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 하다고 생각된다.
센터시험의 전체 구조를 보면 6개 내외의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대체로 그룹
별로 동일한 하나의 발문아래 동일한 유형의 여러 문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동일하
거나 유사한 발문을 수험생들이 반복해서 읽는 것을 피하도록 해주는데 이는 경제
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아울러 거의 모든 문항이 최선답형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언어
의 특성상 잠재적인 정답의 가능성이 늘 내재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현재 주어진
문항의 조건에서 가장 두드러진 답지가 정답이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그리
고 있을 수 있는 이의신청을 의식하여 도입된 듯하다. 우리의 경우 또한 의미있는
오답 구성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도입할만한 발문 유형이라고 생각된다.
센터시험을 보면 부분적으로는 1쪽에서 2쪽에 이르는 지문이 사용되어 문항이 구
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능 독일어 문제와 비교해 볼 때 지문의 길이에 큰 구
속을 받지 않는 이러한 자유로운 문항 전개 양식은 발문, 지문 등 문항 구성 요소간
의 자연스럽고 밀접한 관련성 강화, 각 문항 요소들의 다양한 진술 방식 모색, 그리
고 평가요소의 다양성 추구 등 질 제고에 집중할 수 있는 출제진들의 출제 의욕 및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향후 점차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센터시험 또한 미국 SAT 문제지와 같이 수능처럼 A3 이단 편집 형태가 아닌
4×6배판 일단 편집 형태이며, 과목 당 분량 제한도 없다. 수능의 경우 주어진 면수
를 지키기 위해 문항 제작 초기부터 문항의 크기를 의식적으로 기출 문항을 참고하
여 일정한 형태로 제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몇몇 문항의 경우에는 풍부한 지면
할애가 요구되기도 하는데 풍부한 지문을 지닌 이러한 문항 개발 방식이 원천적으
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질 좋은 문항 개발의 측면에서는 설득력이 낮은 개발 방식이
라고 볼 수 있다. 4×6배판이나 A4 형태의 문제지라면 지금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문항을 제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최근에는 A3 크기의 문제지가 수험생
들에 매우 불편하다는 논의가 되고 있는바 차제에 위의 면 수 문제와 관련하여 함
께 검토할 만하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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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용적인 측면

센터시험의 경우에는 전년도 분석한 미국 SAT 독일어 문제와는 달리 독일어 문
제와 관련된 출제범위나 문항의 성격, 문항별 정답률, 출제방향 등과 배경 지식이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문항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단지 입수된 독일어 실제 문항과 ‘고등학교 교과 담당 교원의 의견ㆍ평가’ 의견서에
의거하여 추정하였다.
센터시험을 보면 미국 SAT 독일어 문제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어휘 제한 없이 문
항을 제작하고 있다. 따라서 문항 개발자로 하여금 문항 제작 시 많은 재량권을 주
게 되므로 수준 높은 문장과 다양한 난이도를 지닌 질 높은 문항 제작에 많은 도움
이 되리라 생각한다. 우리 시험체제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적
문서인 교육과정에 의거해 실시되어야하므로 현재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실제 학
습서인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과 간 공통어휘를 대상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2009학년도 모의평가부터는 교육과정 기본어휘에 수록된 모든 어휘를 출제 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강화할 것이며 아울러 ‘주석’을 이용한
비기본어휘의 활용을 강화하여 신뢰롭고 변별도가 높은 질 높은 문항 개발을 시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교육과정이 교과 활동의 실제적인 축으로 자리 매김하
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위와 관련하여 기본어휘의 탄력적인 사용 차원을 넘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의 범주와는 관계없이 출제자 관계자 협의를 통해 수험생에게
익숙한 어휘의 경우 문항 출제 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보다 실용적이며 질
높은 문항 제작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위와 관련하여 기본어휘표 수록여부를 떠나 어려운 어휘나 구문이 사용될 경우
필요할 경우 주석을 달아주는 방법도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한 신경을 덜어주는 것이
며 결과적으로 문항 개발에 탄력을 주어 질 높은 문항 제작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한다.
‘고등학교 교과 담당 교원의 의견ㆍ평가’ 의견서에 보면 외국어 문장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묻는 문항의 경우에는 선택지를 모국어로 구성하는 것이 문항의 형식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그간 제시되었고 그러한 의견이 이번 2009년
도 센터시험에 반영되어 매우 고맙다는 말이 나타나는 바 우리 수능에서도 ‘읽기’
기능과 관련한 문항에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선택지를 한글로 제시하는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 문항 분석

290

방안도 생각해봄직하다. 이럴 경우 지문을 포함하여 문항 자체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어 수능이 지향하는 목표에 더욱 충실해지리라 생각한다.
문법 항목에 있어서도 교육과정에 명기된 ‘제외문법’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 문
법 틀 내에 있는 항목이라면 출제자간 협의를 통해 어떠한 문법 항목이라도 원칙적
으로 다룰 수 있도록 출제 방향을 보완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더욱 신뢰롭
고 타당도와 변별도가 높은 좋은 문항 개발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제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05학년도 초반에 교수, 교사 관계자 협의회를 통해 새로
작성된 교과서 추출 금지 문법 사항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된다. 더욱이
난이도가 높은 문항 출제가 빈번해지는 요즈음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문항의 전개 방식 등이 발음 및 철자 영역에서 매우 특이하게 전개됨을 알 수 있
다. ‘문제를 위한 문제’라는 비난을 받고 비록 형태도 단순하지만 실생활에서 늘 부
닥치는 언어 경험이므로 이를 평가문항화해서 묻는 것은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수능 문항 유형과 평가요소를 다변화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센터문제를 보면 후반 그룹으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사용되는 문항 소재나 지문
내용 그리고 지문의 양에 거의 제약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자유로
운 출제 환경 하에서는 더욱 신뢰롭고 변별도가 높은 문항의 개발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2) 한문
문항 분석 작업을 통해 얻은 센터시험 한문 문항의 특성을 바탕으로, 수능 한문
과목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문 내용 및 문항의 배열 등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센터시험
은 단 1편의 지문에 8개의 문항을 배열하고 있는데, 이는 지문의 길이가 수능의 2～
3배에 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지문의 분량을 길게 제시하면 독해 능력을 다
각도로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수능과는 달리 교과서에 나오
지 않는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일화나 논문을 지문으로 다루고 있는 점도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이는 지문에 구두점만 표기하여 제시하는 수능과 달리
센터시험의 지문에는 구두점뿐만 아니라 오쿠리가나(送り假名), 가에리텐(返り点)을
함께 제시하고, 나아가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주요 어구에는 되도록 친절하게
주석을 많이 달아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수능의 경우에도 구두점 외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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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懸吐), 해석 순서 등을 알려 주고 상세한 주석을 달아줄 수 있다면 이러한 시도
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고등학교 수준에 적합한 현
토 방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본의 가에리텐(返り点) 같은 기호도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평가 방향 및 문항의 유형 등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센터시험
의 문항 유형은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으며 일부 참신한 유형을 계속 개발해나가고
있다. 센터시험 문항의 상당수가 정형화된 형식에 내용을 새롭게 대입하고, 또 그에
따라 유형 역시 새롭게 바꾸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문항 수, 배점, 검사 시간, 점수 체계 등이 다른 데에서 오는 시사점은 수
능의 출제 체제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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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요약 및 수능에 주는
시사점

1. 요약
2. 수능에 주는 시사점

1

요약

가.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 체제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이하 센터시험)은 독립행정법인인 대학입시센터에서 1월
중순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에 걸쳐 실시하는 일본의 대학 공통 입학시험이다. 이 시
험은 OMR 카드에 체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센터시험의 전신인 ‘공통 제1차 학력시험’이 1979년부터 1989년까지 실시되었다.
이 시험은 국립대학 입학 지원자의 기초 학력을 측정하기 위한 공통시험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이과의 5개 교과 7개 과목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공통시험 도입
후 사교육의 개입으로 대학 학부 학과의 서열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1985년에 국립대학협회가 공통 제1차 학력시험의 개혁안을 결
정했고, 1990년에 제1회 대학입시센터시험이 시행되었다.
센터시험의 시험은 6교과 28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수험생들은 이들 중 필요에 따
라 응시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최대 응시 가능 과목 수는 9과목이다.
수험생은 지원하는 대학의 학부 또는 학과가 지정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 원칙이다. 시험 과목은 수능과 달리 수험생이 미리 선택할 필요가 없고 시험장
에서 답안지에 선택할 과목을 표기하여 시험 당시에 바로 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은 7～8개 과목을 선택하고, 하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은 3～4개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학입시센터에서는 국 공립 대학 관계자, 센터시험에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 및
고등학교 교사 등으로 구성된 여러 위원회를 중심으로 시험을 기획하고 출제한다.
시험을 출제하는 교과 과목 제1위원회는 총 400여명의 국 공 사립대학의 교원 등
으로 구성되며 과목별 출제위원은 20명 정도이고 임기는 2년이다. 위원들은 경험자
와 무경험자의 업무 연계를 위하여 1년마다 50% 정도만 교체된다. 문항 제작에 참
여하는 전문가들은 한 달에 1∼3일 정도 대학입시센터에 마련된 보안시설에 모여
문항 제작 작업을 하는 출퇴근 방식을 취한다.
교과 과목 제2위원회는 제1위원회가 작성한 시험문제에 대해서 구성, 내용,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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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표현 등을 점검한다. 그리고 교과 과목 제3위원회는 제1위원회가 작성한 시험문
제에 대해서 형식, 표현 및 각 과목 간의 정합성,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그 외에도 고등학교 관계자 등으로 조직된 점검 협력자는 시험문제 난이도 및 출제
범위에 대해서 고등학교 교육의 입장에서 점검한다.
국립대학을 지원하는 수험생은 센터시험이 필수이지만, 최근에는 사립대학의 참가
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센터시험을 입시에 반영하는 방법은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결정하며 그 유형은 센터시험 결과만으로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는 형태, 센터시험의
결과와 2차 시험(대학에 따라서는 소논문과 면접시험 등도 포함)의 결과를 합산해서
종합해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형태(현재 거의 모든 국 공립대학에서 시행하고 있
는 입학자 선발 시험의 형태), 센터시험 결과를 제1차 선발에만 이용하고 최종적인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과거 우리나라의 본고사에 해당하는 제2차 시험(개별학력시
험)의 결과만을 이용하는 형태(토쿄대학과 교토대학 등의 경우 지원자의 학력 수준
이 매우 높아 센터시험이 대학에서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능력과 학력을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목적으로 센터시험의 점수를 1
차 선발 자료로 이용)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센터시험 문항은 본시험용 1세트, 추가시험용 1세트로 1년에 총 2세트로 제작된
다. 추가시험은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시험을 치루지 못한 수험생
을 대상으로 하여 본시험 일주일 후에 전국 두 개의 장소에서 실시되는 시험이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시험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등으로 인해 본시험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을 경우에 시행되는 시험을 재시험이라 한다. 재시험은 본시험에서
실시되지 못한 과목에 대해서만 시행되며, 추가시험과 같은 날 같은 문항으로 치러
진다.
시험 실시 후 이루어지는 시험 자료 중간발표에서는 시험의 난이도와 평균 및 표
준편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후 선택과목 간의 평균 점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득점 조정 판정 위원회를 통해서 각 연도마다 센터시험의 결과에 관해서
센터시험의 상황과 문제의 난이도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점수를 조정한다. 선택
과목 간의 평균 점수가 20점 이상 차이가 나고, 그 이유가 시험문제의 난이도에 의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점수를 조정한다. 센터시험에서 선택과목 간 점수 차
이가 크게 나서 점수를 조정한 경우는 1998년 ‘지리역사’의 지리B와 일본사B의 과목
간에 현저한 평균점 차이로 인한 점수 조정이 현재까지 유일한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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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시험의 난이도는 매년 각 과목의 평균이 만점의 60%가 되도록 목표를 정한
다. 과목마다 문항 수와 배점, 문항 구성에 관해서는 각 부서 내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한다.
센터시험의 점수는 과목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이 정답이면 1점, 오답이면 0점
을 부여하여 매긴 점수로 과목별로 100∼200점 만점이며 각각의 하위 문항에 적절
히 배점이 부여되어 있다. 영어의 듣기 시험은 50점이 만점이다.
센터시험의 성적은 수험생에게 주어지지 않고, 대학이 입학지원자가 제출한 센터
시험 성적청구표를 근거로 지원자의 성적을 대학입시센터에 청구하면 해당 대학이
요구하는 개인별 과목별 점수 및 합계 점수, 과목별 평균점, 표준편차 등이 제공된
다. 각 대학이 대학입시센터로부터 입학지원자의 시험 성적을 제공 받는데 있어 한
사람 당 1회에 한해 570엔의 성적 제공 수수료를 납부한다. 수험생에게는 성적 발급
을 희망한 경우에만 센터시험 성적표가 발급된다. 성적 제공 수수료는 800엔이며 통
상적으로 모든 대학 입시가 완료된 시점인 그 해 4월 이후에 신청한 수험생에게 각
과목의 성적이 인쇄된 용지가 우송된다. 수험생은 대학에 원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는 자신의 센터시험 점수를 알 수가 없다.
센터시험의 성적은 2002년부터 그 전년도 센터시험 성적까지 대학입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왔으나, 2010년부터는 과거 3년간의 센터시험을 대학입시에 사
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방안이 2008년에 발표되었다.
이의 신청과 관련해서는 정식 절차는 없으나 학원을 통해서 민원을 출제위원에게
보낸다. 기간은 시험 자료 중간발표와 최종발표 사이의 3일 정도만 반영하고 있다.
센터시험의 문항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문제를 작성한 교과 과목 제1위원회 위원
과 각 지역 교육위원회로부터 추천된 고등학교 교원 등으로 구성된 ‘시험문제 평가
위원회’가 시험이 종료된 후 시험문제의 내용, 수준, 출제 방법 등에 대한 평가를 실
시하며, 이와는 별도로 각 시험 과목에 관련된 교육 연구 단체나 학회로부터 의견
및 평가도 받고 있다. 이러한 의견과 평가를 반영한 문항 제작 부서의 의견을 제출
받아 해마다 ‘대학입시센터시험 시험문제 평가위원회 보고서’를 내고 있다. 이 보고
서는 향후 센터시험의 문제 제작에 반영되며, 고등학교에서 학생 지도 자료로도 활
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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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언어 영역

문항 분석 작업과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얻은 센터시험 국어 문항의 특성을 다섯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지문
지문의 편수는 적지만 지문 당 분량이 매우 길어 한 편의 완전한 글을 읽으며 독
해력 전반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문은 대부분 기존의 논저에서 일부를 그대
로 발췌해서 제시하며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 고전과 현을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
되, 과학 기술 예술 분야의 글보다는 사회 철학 역사 인문 분야의 글을 지문으로 다
룬다.
○ 평가 목표 및 요소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중시하며, 학교 수업이나 학습 활동의 실
태를 배려한 문제, 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문제를 출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휘
및 어법 등 기초적인 독해 요소를 측정하는 문항이 많아 어휘나 문법 부분을 강조
하고 있다.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를 골고루 측정하되, 창의적 사고
를 요하는 문항은 없다. 고전의 해석과 문학적 지식을 중시한다.
○ 문항 유형
<보기> 자료를 가져와서 적용하는 문항은 없다. 하나의 문두 아래 작은 문항들이
3～5개 딸린 형식도 있다. 문항의 유형은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으나, 새로운 유형도
조금씩 선보이고 있다.
○ 문두와 답지
부정 문두가 거의 없다. 지문의 특정 부분을 문두에서 언급할 때 기호와 더불어
해당 부분을 직접 인용하므로 우리 수능보다 문두가 긴 편이다. 6개의 답지 중에서
2개의 정답지를 선택하게 하는 유형의 문항이 마지막에 제시된다.
○ 난이도
시험의 총 배점은 같지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의 복잡도나 오답지의 매력도
에 따라 문항의 배점은 다양하다. 채점 결과,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57.73점이
며, 표준 편차가 17.30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수험생들의 수준이 우리나라와 같
다고 전제한다면 우리 수능과 비슷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수능 언어 영역의
난이도에 비해서는 조금 쉬운 편이며, 평가 목표나 난이도의 수준이 과거 우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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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학력고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수리 영역

센터시험의 수학은 수학①과 수학②로 나누어져 있고 우리나라와 달리 각각 다른
시간에 치러진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두 시험 중 한 시험만 응시할 수도 있고, 두
시험 모두 응시할 수도 있다. 수학①은 두 과목(수학Ⅰ, 수학Ⅰ 수학A)으로 나누어
지고, 수학②는 다섯 과목(수학Ⅱ, 수학Ⅱ 수학B, 공업수리기초, 부기 회계, 정보관계
기초)으로 나누어지며, 수험생은 각 시험에서 한 과목씩을 선택하여 치를 수 있다.
수학Ⅰ, 수학Ⅰ 수학A, 수학Ⅱ에 출제된 문항은 모두 풀어야 하는 반면 수학Ⅱ 수학
B에는 선택문항이 존재하여 수험생이 선택하여 풀 수 있다.
센터시험 수학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내용은 지식, 이해나 계산
력, 수학적 사고력을 묻는 기본적, 표준적인 문제이고, 수험생의 고등학교 단계에서
의 기초적인 학습 달성 정도를 판정하려는 주된 목적에 충실한 문제로 출제된다. 즉
난이도가 높은 문항은 별로 출제되지 않는다. 둘째, 서로 다른 단원의 내용을 융합
한 문제가 출제되고, 내용이나 출제 경향의 편중은 없다. 셋째, 각 시험의 과목별 절
대 난이도를 맞추려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평균점수의 차이는 수험집단의 능력
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다른 조정 없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다. 넷째, 그림이나 그래프를 제시하는 것을 상당히 자제하고 있고, 특별히 그림을
제시한 경우 ‘참고도’라고 부제를 붙여 제공하고 있었다. 다섯째, 60분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여섯째, 내용영역은 대수, 기하, 해석 영역에서 골고루 출
제되었다. 배점은 20점, 25점, 30점 세 가지 유형이 있고, 큰 문제가 작은 여러 개의
하위문제를 포함한다. 하위 문항 수는 빈칸의 개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문제해결 과
정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하는 경우의 수에 의해 결정하지만 대체로 배점이 높
을수록 하위 문항 수가 많다.
수능과 센터시험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출제하고 있고 특정 내용이
나 소재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출제하며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사고력을 측정하
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센터시험은 그 성격상 ‘기초적 학습
도달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수능보다는 과거 학력고사에 가깝다. 수능은 우리
나라 대학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인해 선발 고사로서 변별력 확보가 매우 중
Ⅲ. 요약 및 수능에 주는 시사점

299

요하여 상위권 학생들 변별을 위한 고차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항도 상당 수 출제된
다. 반면 일본에서는 센터시험 이외에 대학별 고사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많으므로 선발 고사로서 변별력이 수능보다 낮고,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 시험을 치르지 않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다.
라. 외국어(영어) 영역

센터시험 외국어 영역의 경우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한국어 등 총 5개
의 과목들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필
수적으로 응시해야하는 외국어(영어) 영역과 선택과목인 제2외국어 영역으로 나누어
져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수능 출제 체제와 큰 차이가 있다. 2009학년도의 경우 수
험생의 99.84%는 ‘영어’를 응시하였다.
센터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의 경우 총 7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듣기시험과 필기시험으로 구분된다. 듣기시험은 50점 만점이며, 25개 문항으로 구성
되고 시험 시간은 30분이다. 필기시험은 200점 만점이며, 5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고
시험 시간은 80분이다. 발문은 모두 일본어로 되어 있으며, 문제지에 기술된 답지는
모두 4개의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다.
센터시험 영어 문항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센터시험에서 영어 듣기의 경우 문항 수가 25개로서 우리나라 수능의 17개
보다 8문항이 더 많다. 우리나라의 외국어 듣기 문항의 수를 급격히 늘리는 것은 도
농 간의 교육 격차, 사회계층 간의 격차, 사교육 증대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영어 교육과정에서 말하기와 듣기가 점점 더 강조되
어가는 추세와 정부 차원에서 ‘실용 영어’를 강조하는 분위기를 고려할 때, 수능의
외국어(영어) 영역에서 듣기 문항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센터시험 영어 필기시험에서는 전체 50문항 중 29문항(58%)이 학생들의 말
하기 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발음과 강세를 묻
는 문항이 7개나 된다. 반면에 우리나라 수능의 경우는 읽기와 (간접적인) 쓰기 능
력 평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문항의 구성과 시각적인 체제 면에서 일본의 센
터시험은 다소 혼잡스러워 보이는 측면이 있다.
센터시험에서는 진료기록표나 환자등록카드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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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지문으로 사용함으로서 문항들의 실제성(authenticity)을 높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수능 외국어 영역의 경우에도 잘 반영되고 있는 사항이다. 지문의 성격들
이 센터시험의 경우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비교적 가벼운 내용들이 많은 반면에, 수
능은 다양한 주제의 문학, 설명문, 논설문 등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어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센터시험의 장문독해는 2페이지가 넘는 분량에 한 지문에 7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지문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고, 한 지문에서 7개나 되는 많은 문항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수능에서는 현재의 지문보다 조금 더 긴 지
문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마. 사회탐구 영역

수능의 사회탐구 영역에 해당하는 센터시험은 지리역사과와 공민과이다. 지리역사
과에는 세계사A, 세계사B, 일본사A, 일본사B, 지리A, 지리B 6개 과목이 시험 과목
이며 이 중에서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공민과에는 현대사회, 윤리,
정치 경제 3개 과목이 시험 과목이며 이 중에서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
다. 과목당 시험 시간은 60분이며 100점 만점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거하여 목표 내용에 부합하며 교과서나 수업 실태를 바탕
으로 하여 출제하려고 하며 내용 영역별 균형, 이해력과 사고력, 판단력, 응용력 등
을 균형 있게 측정하려는 시험이다.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은 다양하지만 문항 분석
을 통해 고차원적 사고력보다는 지식 및 개념 측정 또는 저차원적 사고력을 주로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센터시험의 문항 구조는 대문(대주제)-모자료-소문(하위 문항)형태의 위계식 세트
문항 구조로 아래에 소문이 몇 개씩 포함되는 형식이 특징이다. 문항 수도 과목별로
일정하지 않으며, 과목별 평균 점수도 44～71점까지 차이가 나타나 난이도가 일정하
지 못했다.
제시문은 원자료보다는 텍스트를 문항에 맞도록 구성하며 지도, 사진, 통계 등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제시문에 밑줄을 긋거나 공란을 두어 하위 문항과 연결지었다.
문두와 답지 형식은 정답형(긍정형), 부정형, 조합형 등 선다형으로 4지 선택이 대부
분이나 6지 선택이 있으며, 간혹 8지 선택도 있다. 이는 5지 선다형인 수능과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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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른 형식이며 모든 경우의 수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었다.
이상에서 수능에 참고할 만한 점을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대주제와 여러 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하는 형식은 주제별 접근법에서 의미가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과정 구성과는 거리가 있어 시사점이 적다. 고차 사고력보다
개념에 입각한 지식 측정 문항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선다형 문항에 더 적합할 수
있으므로 참조할 필요가 있다. 문항 형식은 정형화하고 내용을 교체하는 방식은 고
려해 볼 만하다. 문항 수 증대, 선택지 수 다양화, 배점의 융통성, 편집과 가독성을
고려한 문제지 판형 등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바. 과학탐구 영역

일본의 경우 과학 과목은 학년에 따른 구분 없이 이과 기초, 이과 종합A, 이과 종
합B, 물리Ⅰ, 물리Ⅱ, 화학Ⅰ, 화학Ⅱ, 생물Ⅰ, 생물Ⅱ, 지학Ⅰ, 지학Ⅱ 등 11과목 중
최소 2과목 이상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이과 기초, 이과 종합A, 이과 종
합B 등 3과목 중 1과목 이상을 필수로 이수하게 되어 있다. 센터시험의 과학 영역
에서는 이과 종합A, 이과 종합B, 물리Ⅰ, 화학Ⅰ, 생물Ⅰ, 지학Ⅰ 등 6개 과목이 출
제되는데, 이를 2과목씩 묶어 그중 1과목을 선택하여 최대 3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
게 되어 있다.
수능의 경우는 전체 수험생의 30% 정도가 과학탐구를 응시하여 평균 3.9과목을
선택하는 반면, 센터시험의 경우는 전체 수험생 중 이과 과목을 응시하는 비율은 높
으나 전체의 90% 이상이 1～2개 과목을 선택하여 평균 1.7과목을 선택하였다. 센터
시험도 선택과목에 따른 점수의 유 불리를 조절하기 위해 선택과목 간의 원점수 평
균이 20점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만 점수 조정과정을 거쳐서 조절한다.
센터시험의 과학과 검사지 구성은 큰 문항인 대문(大問) 속에 작은 문항들이 각각
몇 개씩 포함되어있다. 센터시험 검사지는 과목별로 문항 수는 24개부터 30개로, 문
항별 배점은 2점에서 5점으로 고정되지 않으며 총점은 100점이다. 또한 문항당 답지
수도 문항별로 4개부터 10개까지 다양하다. 센터시험의 경우 세트형 문항이 과목별
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출제되어, 생물Ⅰ, 지학Ⅰ, 이과 종합A와 같은 경우는 전
체 검사지가 개별 문항이 없이 5～14개의 세트 문항으로만 구성되었다.
우리나라의 10학년 과학, 과학Ⅰ, 과학Ⅱ와 비교하여 센터시험 이과 문항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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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분석해보면 이과 종합A와 이과 종합B의 경우는 우리나라 10학년 과학까지
의 내용이 약 7～10% 정도이고, 주로 과학Ⅰ에서 45～60% 정도 출제되었으며, 과학
Ⅱ 수준의 내용에서는 30～45% 정도 출제되고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취
급하지 않는 내용은 거의 출제되지 않았다. 반면, 나머지 4개 과목의 경우는 각 과
목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10학년 과학까지의 내용
은 없거나 한 문항 정도 출제되었으며, 과학Ⅰ 수준의 내용이 20～55% 정도 출제되
었고, 과학Ⅱ 수준의 내용이 25～65% 정도 출제되었으며,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취급하지 않는 내용에 관한 문항이 10～20% 정도 출제되었다. 센터시험
문항을 수능 문항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 예상정답률의 분포는 수능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센터시험 문항을 수능의 행동영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 문제인식 및 가설설정에
해당하는 문항은 6개 과목 전체에서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으며, 탐구 설계 및 수
행에 해당하는 문항도 1.9%만 출제되었다. 자료 분석 및 해석에 해당하는 문항이
20%정도였으며, 결론도출 및 평가에 해당하는 문항 비율도 10% 정도였다. 반면 이
해와 적용에 해당하는 문항이 전체의 68.2%를 차지하였다. 수능의 경우 이해와 적
용에 해당하는 문항을 40% 이하로 출제하는 것을 고려할 때 센터시험의 문항들은
전체적으로 탐구 기능을 묻는 문항보다는 개념 확인을 위한 문항이 많이 출제된 것
으로 판단된다.
사. 직업탐구 영역

센터시험 출제 과목과 우리나라 수능의 직업탐구 영역과 관련된 과목은 ‘부기 회
계’ 와 ‘정보관계기초’ 과목이다. 이들 과목들은 수학 교과에서 2그룹에 해당되고, 2
그룹에는 수학Ⅱ, 수학Ⅱ 수학B, 공업수리기초 기초, 부기 회계, 정보관계기초 등 5
과목이 포함되어 있어 응시자는 2그룹에 속한 5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하고 있다.
먼저 ‘부기 회계’ 과목은 현행 교육 과정에 따라 2006년도 시험부터 ‘부기’ 및 ‘회
계’를 통합한 범위에서 출제되고 있다. ‘부기 회계’ 과목의 평가 목적은 장부 기입에
대한 이해력을 측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09년 시행 ‘부기 회계’ 과목에서
출제된 문항들의 평가 요소를 보더라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센터시험 ‘부기 회계’ 과목의 문항을 형식 측면에서 보면, 수능과 같이 객관식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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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형이 주로 출제되고 있다. 다만 수능이 5지 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센
터시험 ‘부기 회계’ 과목은 4지 선다형 혹은 해답군(解答群) 중에서 1개의 답을 선택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수능과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서답형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기 회계’ 과목의 문항 분석을 통해, ‘부기 회계’ 과목이 부기 및 회계의 기
초에서 기본적인 원리에 해당하는 교과 내용을 문항을 통해 적정하게 평가하듯이
수능 ‘회계 원리’ 과목도 과목의 교육 과정 및 평가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 평
가 방향에 적합한 문항이 출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출
제 내용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수험생 간 유 불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통의 학
습 요소를 기반으로 출제하고 있다. 이는 회계기준 변화에 따라 교과 내용이 달라지
는 ‘회계 원리’ 과목에서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1997년부터 실시된 ‘정보관계기초’ 과목은 전문고등학교와 종합학과에서 정보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대학입학 시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설되었
다. 센터시험 ‘정보관계기초’ 과목의 평가 목적은 정보 컴퓨터와 관련된 기본적인 진
수 표현, 논리 연산자와 논리식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며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수식과 연산자, 순서도 및 제어문의 내용을 다양한 문제 상황과 연결하여 이를 논리
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정보관계기초’ 과목의 문항 구성은 필수 문항과
선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수 문항은 두문항으로 배점이 30점과 35점이며
각각 하위 3문항으로 구성된다. 선택 문항은 두문항으로 이 중에서 한 문항을 선택
할 수 있으며, 각각 하위 3문항씩 구성되고 배점은 각각 35점이다. 또한 ‘정보관계기
초’ 문항은 ‘정보관계기초’ 항 아래에 여러 개의 작은 문항으로 이루어지고 평가 내
용도 기본적인 내용부터 새로운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 등 고차
원적인 내용까지 평가하고 있어 수능에 이와 같이 새로운 문제 상황을 적용하여 문
제해결능력을 평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항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 제2외국어/한문 영역

센터시험에서 실시되는 여러 외국어 중 수능 제2외국어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독
일어, 프랑스어, 중국어가 있다. 외국어별로 문항의 형식이나 평가 요소의 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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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문항 수 등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성격과 형식을 공유하
는 유사 시험이라 볼 수 있다.
문항의 전체 구성은 대체로 제6문～제7문 내외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형태는 선
다형 문항이며 문항 수는 모두 50개 내외로 이루어졌으며 답지는 거의 대부분 4개
의 선택지로 이루어지며 일부만 답지가 5개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유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문항들이 ‘빈칸 채우기’ 유형과 ‘지문 내용 파악’ 유형, ‘제시문 내용 파악’
등의 3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문항이 ‘최선답형’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센터시험 외국어 문항의 특징은 수능과 같이 유사한 내용 영역군으로 구분되어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이다. 다만 문화 영역은 전혀 취급되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의
사소통 영역의 경우 수능과 비교해 문항 수는 적은 편이나 배점은 높아 전체적으로
비중이 조금 높게 취급되고 있다.
외국어의 경우 비록 100명 단위에 그치는 소수의 응시자 집단이며 아울러 국공립
대학에서 2차 시험에서 필수로 영어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양호한 점수
(평균 70점 내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해당 외국어에 매우 관심 있고 재능 있는 학
생들이 응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센터시험 문제는 수능처럼 기본어휘
목록에 근거해 출제한다는 지침이 없으며 실제 문항을 분석한 결과를 보더라도 자
유롭게 어휘와 구문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타당도와 변별도를 갖춘
문항 제작이 훨씬 용이하다.
수능에서는 ‘한문(漢文)’ 과목이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독립되어 있으나, 센터
시험에서는 국어 교과 속에 한문이 주요 영역으로 편입되어 있다. 국어 시험은 총
80분 동안 ‘평론’, ‘소설’, ‘고문’, ‘한문’ 4영역 각 50점씩 총 200점 만점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문은 중국의 글감 중에서 약 200자 안팎의 지문 하나와 그에 딸린 6개의 설
문, 8개의 문항이 제시된다. 지문에 구두점만 표기하여 제시하는 수능과 달리 센터
시험의 지문에는 구두점뿐만 아니라 훈독(訓讀)과 관련된 오쿠리가나(送り假名 : 한
문을 훈독할 때 한자의 오른쪽 밑에 작게 다는 가타가나)와 가에리텐(返り点 : 한문
을 훈독할 때 읽는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한자의 왼편 밑에 붙이는 기호)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문항의 유형은 ‘숙어의 의미 알기’, ‘일본어의 어순에 따라 가나를 섞
어 문어문으로 고치기’, ‘행위의 주체 알기(주어 판별하기)’, ‘각 문장의 표현과 내용
의 특징 알기’, ‘내용 파악하기’, ‘필자의 의도 알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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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능에 주는 시사점

가. 시험 체제

교육과정 개정과 사회적 요구, 시대적 변화 등으로 인해 수능의 체제 개선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학입시에 있어 사회적 상황 등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은 일본의 시험 체제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들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센터시험으로부터 우리 수능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다양한 위원회 활용
일본 대학입시센터는 대학 및 고등학교 관계자로 구성된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하
여 활용하고 있다. 특히 시험기획위원회는 센터시험의 실시 계획, 출제 범위, 등의
기본 방침 및 문장 표현, 구성, 출제 방법, 해답 방법 등의 일반 원칙을 정하고 있는
센터시험 문항 제작 요령 책정 등에 대하여 연구 심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수능의 난이도에 대해서 입학전형 자료로서의 변별력, 특히
최상위권 대학을 위한 적정 변별력 유지를 위해 어렵게 출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
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쉽게 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충하고 있다. 따라서 조금만
어려우면 시험이 어려워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조금만 쉬우면 변별
력 약화 등의 비판과 함께 난이도 조정 실패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누구의 주장
이 타당한지 검증되지도 않고 있다.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 전문성에 비추
어보면 정확하게 몇 점대로 출제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난해 수준, 아니면 그보다 쉽
거나 어려운 수준으로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학의 입시 관계자, 대교협, 교사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평가 전문가, 언론 관계자 등으로 가칭 ‘대학수학능력시험기
획위원회’를 구성하여 난이도 등 전반적인 수능 출제 방향에 대해서 심의 조정하여
어느 정도 합의된 안을 도출하고, 그에 따라 출제하면 적정 난이도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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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응시 과목 수
센터시험은 응시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 최대 9과목까지 수험생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상위권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의 경우 7∼8개 과목
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하위권 대학 진학 희망자의 경우 3∼4개 과목에
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능 응시 과목을 축소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무조건
적인 과목 축소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좀 더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③ 시험 시행일 수 및 과목별 시험 시간 연장
센터시험은 수능과 달리 하루가 아니라 이틀에 걸쳐 치러지는 점도 수능을 시행
하는 데 있어 검토해 볼만한 점으로 보인다. 하루 만에 모든 과목의 시험을 치르는
현행 수능 방식은 수험생에게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무리한 방법임이 사실이고,
수능 시험을 위해 출근시간을 늦추는 등 사회 경제적인 부담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이틀 정도로 나눠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만하다. 1일 시험일로 인해 현행 탐
구 영역 선택과목은 20개 문항을 30분에 풀도록 되어 있어 난이도 조정 및 고른 등
급 분포가 나타나도록 출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최소한 30문항, 시험시간 50분
정도로 증가하면 시험의 난이도 조정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신뢰도와 변별도 제고
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④ 추가시험 제도
센터시험에서 정례화 되어 있는 추가시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수능시험의 복
수 시행 방안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시험 횟수를 늘려 수험생
의 시험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의 접근보다는 질병이나 피치 못할 사정 등으
로 인해 제대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한다는 관점
에서 추가시험 형태의 복수 시행 방안도 강구해 볼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 시험의 난이도 조정 문제나 점수 조정, 사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제도의 마
련과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⑤ 시험 성적 유효 기간
수능 성적을 당해 연도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대학입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수능시험성적 유효기간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한 번의 시험으로 대입
당락을 결정하는 현 수능 체제에서 응시자들이 가지는 과중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
며, 사교육 의존 비중의 축소 및 교육비 부담 절감 효과도 가져다 줄 수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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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간 난이도를 완벽하게 조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동일한
난이도 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10년도부터 센터시험 성적을 대학 입시에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2008년도
조치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판단된다.
⑥ 자유 선택에 따른 선택 편중 문제의 해결 방안
우리나라의 경우 선택과목의 유 불리 문제와 더불어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으로 학생들의 선택이 몰리는 현상이 뚜렷하다. 이로 인해 수리 ‘가’형이나 물리
등 이공계열에 진학할 학생이 이수하지 않으면 전공 공부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
과목까지 선택과목에 포함되어 학생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에
는 대부분의 국립대에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수학이나 이과 과목 점수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수험생이 수학이나 이과 과목에 응시하고 있
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⑦ 문제지 규격
우리나라는 A3로 문제지가 커서 불편하다는 지적과 함께 4×6배판이나 A4로 전환
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A3보다 작은 크기로 문제지를 편집할 경우 문제지 면수
가 늘어나 인쇄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지문이 많은 언어나 외국어(영어)의 경
우 지문과 문제가 다른 면에 위치하여 문제를 푸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일본
은 4×6배판으로 작은데, 수학의 경우 문제 풀이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
고 있다. 따라서 문제지 규격 변화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⑧ 폐쇄형 합숙출제의 문제점 개선
폐쇄된 합숙 출제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는 수능 출제 방식에 있어서 센터시험
의 출퇴근 형식의 반개방형 출제 방식은 검토해 볼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⑨ 수능 출제를 위한 독립 건물의 필요성
일본 대학입시센터는 자체 건물을 보유하여 필요한 보안 시설과 체제를 갖추고
시험문제를 제작하고 있다. 해마다 출제 장소를 구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수능의
상황으로 볼 때, 필요한 보안 시설을 갖춘 독립 건물의 보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⑩ 수능 시험에 대한 다양한 평가 및 활용
센터시험의 경우 시험문제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위원회에 소속된 고교 교사, 관
련 분야 연구소나 학회, 출제자가 각각 시행하고, 이를 종합하여 분석 보고서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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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수능에서도 문항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로 출제진을 중심으
로 한 분석만 이루어지고 있어, 출제된 문항에 대한 보다 폭넓고 전문적인 분석 의
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경로가 좁은 실정이다. 또한 분석 결과도 대학이나 고등학교,
관계 전문가에게 적절히 공개되어 활용되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입시센터와
같이 시험문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이후 시험 출제나 연
구, 학생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능본부의 업무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수능본부는 6월
과 9월 두 차례 모의평가의 출제 준비와 참여로 전년도 수능 문항을 심층적으로 분
석할 여유조차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나. 언어 영역

① 평가 방향과 문항 형식 관련
-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은 철저히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출제되며, 학교
의 수업과 학습 활동의 실태를 감안하여 문항이 개발되고 있다.
- 지문의 경우 4개의 긴 지문으로 구성되며 지문이 길이가 우리의 2～3배에 해당
된다. 일정 분야의 긴 지문을 다루는 일본은 한 편의 글을 읽는 데 동원되는 다
양한 독해 능력을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주로 일반 저
서의 지문을 그대로 발췌하여 활용함으로써 하나의 주제로 완결된 한 편의 글
을 가져 올 수 있다. 향후 수능 언어 영역에서도 여러 분야의 짧은 글들을 형평
성 있게 다루는 방식에서 벗어나 유사한 분야를 통합하여 긴 지문으로 제시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는 작년 이양락 외(2008) 보고서에서 미국 SAT
문항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언어 영역 지문 길이의 다양화를 모색했던 방향과 그
궤를 같이 한다.
- 학생들에게 교육적 의의가 있는 기존의 명문이나 정전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점도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다. 문학으로만 일부 고전 작품을 다루고 최대한
현대어로 윤문하여 제시하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고전과 현대문을 비슷한 비중
으로 다루면서 한자 어휘 능력과 옛 고문도 중요하게 다루는 점은 우리와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고전을 읽는 능력을
중시하고 한문을 국어과에서 함께 다루므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우리와 양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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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기는 하지만, 그동안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전 작품의 문체적 특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최대한 현대어로 윤문하여 제시하는 수능 언어의 출제 관행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학생들이 이해 가능한 정도를 살펴 고전의 풍미를 살필 수
있는 표현은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겠다.
- 일본의 ‘국어’ 시험은 가능하면 매우 어려운 문항이나 특이한 문항은 배제한다.
수능 언어 영역의 경우 고등 사고력과 창의적 능력을 측정한다는 명분 아래 학생
들이 이전에 접하지 않았던 생소한 내용을 지문으로 구성하고 <보기>를 통해 외재
적 정보를 활용하는 문항 형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수능 언어 영
역은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모르고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은 영역으로,
또는 과도한 문항 설계로 문항 풀이 시간이 부족한 영역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향후
고등 사고 능력을 지향하되, 지문의 생경함이나 복잡한 문항 설계로만 이를 측정하
려는 태도는 반성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② 난이도와 관련
- 일본의 ‘국어’ 시험은 평균점이 60점 정도가 되도록 출제 방침을 정하고 있으며,
실제 평균점도 55점～65점의 범위가 많다. 이러한 점수 분포는 수능 언어 영역
도 유사하다. 다만 일본의 ‘국어’는 2점에서 10점으로 배점의 점수 폭이 크고,
문항별로 배점을 다양하게 하여 난이도를 다층적으로 조절한다. 이는 일본의
‘국어’가 동일 문두로 여러 개의 딸린 문항이 연속하여 나오는 유형, 6개의 답지
중에서 2개의 정답지를 선택하는 유형 등과 같은 문항 형식도 취하고 있기 때
문에 가능하다.
- 문항 풀이 시간으로 난이도를 비교해 보면, 일본 ‘국어’는 문항당 133초 정도가
주어지는 데 비해, 수능 언어 영역은 듣기 문항을 제외하고 문항당 88초 정도
가 주어진다. 이는 수능 언어가 일본 국어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시간을 부여
하는 셈이다. 수능 언어 영역의 문항이 고등 사고 능력을 살핀다는 강점이 분
명 있으나, 문항 풀이 시간을 지체시키는 불필요한 요소들은 과감히 제거해 나
가야 한다. 즉, 한 문항의 규모가 비대해짐으로써 문항 자체를 이해하는 데 시
간을 허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③ 기출 문항과 관련
일본의 대학입시센터가 기출 문항 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점은 수능
언어 영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센터시험도 우리 수능과 마찬가지로 기출 문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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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문제를 풀어 본 학생과 안 풀어 본 학생의 형평성을 위해 재출제를 엄격
히 피해 왔으며 대학별 고사에 사용된 문제인지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한다. 그러나
해가 거듭되면서 기출 문항을 걸러 내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급격히 늘어난 데
다 한 번도 출제하지 않은 좋은 문제가 사실상 바닥을 보이고 있어 불가피하게 출
제 방침을 재고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향후 기출 문항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출제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좀 더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 수리 영역

① 교차지원 문제 해결 관련
- 센터시험에서는 학생들이 수학① 시험과 수학② 시험을 모두 치를 수 있어 교
차지원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 수능에서는 수험생은 ‘가’형과 ‘나’형 중에 하나만 치를 수 있다. ‘가’형과 ‘나’형
에는 공통 문항이 전체의 40%(12문항)를 차지하지만, 성적은 응시집단별로 다
르게 부여된다. 이와 같은 체제를 따르는 현 수능에서는 ‘가’형과 ‘나’형의 선택
에 따른 유 불리 문제 및 난이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학입시 체제 구상 시 센터시험의 체제를 참고로
하여 ‘가’형과 ‘나’형의 공통문항은 시험과 성적을 공통으로 부여하고, 대신 심화
내용은 필요한 학생들이 선택하여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문항 유형 관련
단답형 문항의 확대 및 중간 풀이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 체제에 대한 연구
도 필요하다. 현 수능 수리영역에서는 단답형 문항이 30% 출제되지만 최종적인 답
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풀이과정을 평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시험의 규모와
민감도를 고려할 때, 완전 서술형 문항의 출제가 불가능하다면 센터시험 문항과 유
사한 형식으로 풀이과정을 평가하는 문항의 출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외국어(영어) 영역

① 문항에서의 발문, 질문, 선택지에서 target language(영어) 사용 문제
-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와 읽기 시험에서는 발문, 질문, 선택지 모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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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language(영어)와 함께 한국어도 사용되었는데, 센터시험의 외국어(영역)
시험 문항에서는 발문이나 지시문을 제외한 실제 문항(선택지 포함)에서는
target language(영어)만이 사용되고 있다.
- 수능 외국어(영역) 시험 문항들의 발문, 질문, 선택지 모두에서 target language
(영어)만을 사용하는 것이 평가의 신뢰도, 난이도, 변별도, 타당도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 연구결과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수
능 외국어(영어) 영역에서는 target language인 영어만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듣기 문항 관련
장기적으로는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듣기시험 문항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늘
리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영어교수법에서 듣기와 말하기를 점점
강조하는 추세에 있으며, 실제로 실질적인 언어사용에 있어서 듣기가 차지하는 중요
성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듣기 문항의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 경우 보다 다양한 유형과 난이도를 가진 문항들이 듣기시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마. 사회탐구 영역

① 시험 시간과 문항 구성
센터시험은 수능에 비해 과목별 시험 시간이 길며, 문항 수가 많고 선택지 수가
다양하며, 문항당 배점을 융통성 있게 부여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만하다.
② 문제의 판형과 문제지 쪽수
- 센터시험의 문제지 판형과 문제지 쪽수를 달리하는 점은 한정된 지면에 문항을
배치해야 하는 수능과 다르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2010학년도 수능에서는 부득이하게 문제지 편집 오류에 대해 시험 전(또는 도
중)에 정정 안내를 하였는데, 이를 시행하기 위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였다.
문항 형식이나 내용 뿐 아니라 시험 시행과 관련된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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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항 구성 형식
큰 문항을 제시하고 복수의 하위 문항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
다. 현재 일부 세트 문항도 있지만 하나의 제시문에서 하나의 문항만을 산출하는 방
식은 자료 낭비와 질문의 맥락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내용
요소를 고루 평가해야 하므로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을 늘리는 문제 및 교육과정의
주제 중심 구성이 선결 조건으로 볼 수 있다.
바. 과학탐구 영역

① 시험의 형식면
문항 수와 배점, 답지 수 등에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수능에서는 다의적
해석을 피하고 선택과목에 따른 유 불리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문항 형식이 일관
성을 나타내도록 엄격하게 문항을 제작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센터시험은 문항 수가
고정되지 않았고, 배점도 일정하지 않으며, 답지 수도 4～9개를 사용하고 있다. 다양
한 형식의 문항이 평가목표에 부합하고 출제의도를 반영할 수 있는 문항 개발에 도
움이 될 수 있으므로 수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 직업탐구 영역

① 시험 응시 자격 관련
센터시험의 응시자는 각자가 지원하는 대학의 학부 또는 학과가 지정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고 있다. 이는 각 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전적으로 필요한 과
목을 학습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은 영역 내 등급을 주요 전
형자료로 하고 있으며 특정한 과목을 지정해서 전형자료로 활용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한 영역 내 선택 과목의 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영역보다는 해당 전공
과 유사한 과목을 지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경상 대학
의 경우에 사탐 내 ‘경제’ 혹은 직탐 내 ‘상업 경제’나 ‘회계 원리’ 등의 과목을 지정
하는 것이다. 이는 해당 전공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고등학교에서 미리 학습하게 함
으로써 대학에서 고차적인 전공 내용을 학습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② 문항 유형
센터시험의 ‘부기 회계’ 및 ‘정보관계기초’ 과목에서 보듯이, 센터시험 문항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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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뿐만 아니라 서답형도 출제하고 있다. 서답형 문항은 선택형과 함께 응시자들의
또 다른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형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수능에서도 서답형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 제2외국어/한문 영역

① 시험의 위상
센터시험에서는 수능의 제2외국어를 영어와 동일한 위상을 지닌 선택시험으로 다
루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 외국어에 다양한 취미와 적성을 지닌 학생
들을 전문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은 시험제도가 매우 필요하다.
② 문항 수
센터시험의 문항 수는 모두 50개 내외로 이루어져 있다. 많은 문항 수를 통해 다
양한 평가요소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필요한 많은 학습 요소들을 평가할
수 있어 외국어 능력을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문항 유형
- 센터시험 외국어 시험도 ‘SAT 외국어 시험’처럼 거의 모든 문항의 답지가 4개
로 구성된 것이 특징적이다. 4개 선택지로 되어 있어 그만치 문항 제작 시 무
리하게 오답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 ‘제1 고등학교 교과 담당 교원의 의견ㆍ평가’ 의견서에 보면 외국어 문장에 대
한 이해 정도를 묻는 문항의 경우 선택지를 모국어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우리 수능에서도 ‘읽기’ 기능과 관련한 문항에서는 지금
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선택지를 한글로 제시하는 방안도 생각해봄직하다.
- 발문이 필요할 경우 문항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 수능
발문의 경우 많은 문항들이 거의 동일한 진술로 구성되어 있다. 전달이 명료하
고 제작 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몇몇 문항의 경우에는 상세한 정보가 필
요한 경우도 있다. 이러할 경우 위와 같은 문항 유형의 활용도 도입할 만하다.
- 모든 외국어 시험이 6개 내외의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대체로 그룹별로 동
일한 하나의 발문아래 동일한 유형의 여러 문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문을 수험생들이 반복해서 읽는 것을 피하도록 해주어 경제적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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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
- 거의 모든 문항이 ‘최선답형’이다. 이는 언어의 특성상 잠재적인 정답의 가능성
이 늘 내재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문항 유형이다.
의미 있는 오답 구성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도입할만한 발문 유형이라고 생각
된다.
- 센터시험 문항을 보면 부분적으로는 1쪽에서 2쪽에 이르는 지문이 사용된다. 이
러한 풍부한 지문 전개 양식은 발문, 지문 등 문항 구성 요소간의 자연스럽고
밀접한 관련성 강화, 각 문항 요소들의 다양한 진술 방식 모색 등 질 제고에 집
중할 수 있는 출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
④ 어휘 제한
- 센터시험은 미국 SAT 외국어 문제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어휘 제한 없이 문항
을 제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준 높은 문장과 다양한 난이도를 지닌 신뢰도
와 변별도가 높은 문항 개발이 가능하다. 위와 관련하여 기본어휘의 탄력적인
사용 차원을 넘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의 틀과 관계없
이 출제 관계자 협의를 통해 수험생에게 익숙한 어휘의 자유로운 활용은 보다
실용적이며 질 높은 문항 제작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 아울러 기본어휘표 수록여부를 떠나 어려운 어휘나 구문이 사용될 경우 필요할
경우 주석을 달아주는 방법도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한 신경을 덜어주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문항 개발에 탄력을 주어 질 높은 문항 제작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한다.
⑤ 문법 항목
수능에서 교육과정에 명기된 ‘제외문법’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 문법 틀 내에 있
는 항목이라면 출제자간 협의를 통해 어떠한 문법 항목이라도 원칙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출제 방향을 보완해야할 것이다.
⑥ 문항 전개
- 문항의 전개 방식 등이 발음 및 철자 영역에서 매우 특이하게 전개됨을 알 수
있다. ‘문제를 위한 문제’라는 비난을 받고 비록 형태도 단순하지만 실생활에서
늘 부닥치는 언어 경험이므로 이를 평가문항화해서 묻는 것은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한국 수능 문항 유형과 평가요소를 다변화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한다.
Ⅲ. 요약 및 수능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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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시험은 후반 문항 그룹으로 갈수록 사용되는 문항 소재나 지문 내용 그리
고 지문의 양에 거의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내용의
문항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유로운 출제 환경 하에서는 신뢰도
와 변별도가 더욱 높은 문항의 개발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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