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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전형 자료로 활용되며
수능의 출제 내용과 문항 유형 및 난이도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중학교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수능은 적정 수준의
변별력을 갖추어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하기에 타당하며,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출제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면서도 수능의 기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성공적인 출제를 위해 본원에서는 수능 출제 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 및 문항
난이도에 관한 연구, 출제 인력풀 확충, 수능 문항 분석 및 DB 구축에 대한 연
구 등을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능의 신뢰
도와 타당도 제고를 위해 다른 나라 대학입시 문항들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
고 이를 수능 출제에 반영하고 있다. 중국 대학입학시험 분석은 최근 2년간 수
능 출제 방안 연구에서 미국과 일본의 대입 시험 문항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
출한 연장선상에 있다. 또한 2008년도 연구(이양락 외, 2008)에서는 미국
SAT/ACT 문항을, 2009년도 연구(이양락 외, 2009)에서는 일본 대학입시센터의
문항을 각각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를 통해 수능 출제와 관련된 많은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가 있다. 비록 일부
선행 연구(김주훈, 설현수, 2001; 김호웅, 2002; 박복선, 2005; 박종배, 2005; 이간

용, 2008; 이경자, 2005; 정영근 외, 2009)에서 중국의 대학입학제도나 일부 과목
의 문항을 다룬 적은 있었으나, 수능의 전체 영역 차원에서 접근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경우는 없었다. 이에 금년도 연구에서는 중국 대학입학시험 문항 분석을
통해 수능 출제와 관련된 시사점을 얻고 이를 수능 출제에 적용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였다.
본 자료는 금년에 연구한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방안 연구(신일
용 외, 2010)’에서 중국 대학입학시험 문항 분석 부분을 발췌하고 지면 관계상
보고서에 담지 못했던 내용을 추가하여 별도로 정리한 것이다. 이 연구 자료가
대학 입시제도 및 문항 연구자, 수능 출제에 관계하는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그
리고 학교 현장의 여러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0년 1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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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국 대학입학
시험 개요

1. 중국 대학입학시험 소개
2. 시험의 구성 및 특징
3. 시험의 채점 및 활용

1

중국 대학입학시험 소개

중국 대학입학시험의 정식 명칭은 ‘普通高等学校招生全国统一考试’이며, 일반적으로 줄
여서 ‘高考(까오카오)’라고 부른다.1)
까오카오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의 지식과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거의 모든 과
목에 선택형 문항뿐만 아니라 단답형 및 서술형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학생의 종합적인
사고력과 지적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까오카오의 주요 목적은 대학교 신입생 선발을 위
한 시험 성적 제공과 동시에 중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소질교육’과 ‘공민문화소질’ 제고에
도움을 주기 위함에 있다(敎育部, 2009).
까오카오는 일부 지역(시나 성 단위)별로 교육청에서 자체 출제하여 시행하되, 자체
출제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는 중국의 국가 수준 교육 평가에 관한 전문 업무를 맡고 있
는 ‘교육부고시중심(敎育部考試中心)’에서 출제하고 있다.
‘교육부고시중심’은 국가 수준의 교육 관련 각종 시험에 관한 전문 업무를 맡고 있는
곳으로서, 1987년 ‘국가교육위원회고시관리중심’이 설립되었으며 1990년 ‘국가교육위원회
고시중심’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4년 ‘국가교육위원회고시중심’이 ‘국가교육위원회고
등교육독학고시행정부’와 합쳐져 ‘국가교육위원회고시중심’으로 부르게 되었고, 1998년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고시중심’은 현
재와 같이 ‘교육부고시중심’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 본 연구 자료에서는 문맥에 따라 ‘중국 대학입학시험’ 또는 ‘까오카오’를 혼용하되, 주로 ‘까오카오’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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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의 구성 및 특징

가. 시험의 출제

‘교육부고시중심’에서는 ‘전국권1’과 ‘전국권2’의 2종의 시험 문항을 같이 개발하고 있
다. ‘전국권1’은 다른 언어로 번역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 사용하고, ‘전국권2’는 소수 민
족의 언어로 번역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소수 민족의 언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해당 지역에 문제지를 먼저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문항의 보안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전국권1’의 경우 ‘전국권2’와
문제를 다르게 출제하고 있다. 처음에는 소수 민족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국권2’를
조금 쉽게 내도록 고려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전국권1’과 난이도가 비슷해졌다.
2009년의 경우 전국권1은 허베이(河北), 허난(河南), 산시(山西), 광시(广西) 등 4개의
지역에서, 전국권2는 구이저우(贵州), 헤이룽장(黑龙江), 지린(吉林), 윈난(云南), 간쑤(甘
肃), 신장(新疆), 네이멍구(内蒙古), 칭하이(青海), 시장(西藏) 등 9개의 지역에서 선택하
여 실시되었다. 그 외의 성(省)과 시(市)는 각 지역 교육청이 주관하여 문항을 자체 개발
하여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후베이(湖北), 장시(江西) 등의 지역은 일부 과목은 자체적
으로 문항을 개발하며, 나머지 과목은 전국권1 문항을 사용한다. 베이징의 경우 문항을
자체 개발하고 있지만, 외국어 중 영어를 선택하는 학생이 98%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영
어 이외의 5개 과목(러시아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은 자체 개발하지 않
고 ‘교육부고시중심’에서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고 있다.
2009년은 <표 Ⅰ-1>과 같이 전국적으로 총 20여종의 시험이 개발되어 시행되었다.2)
학생들은 반드시 호적상의 해당 지역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데, 현재 전국권1이나 전국권
2를 선택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지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각 시와 성에서 자체적으
로 문항을 개발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2) 이 표는 연구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중국교육고시원, 북경교육고시원, 상해교육고시원, 천진교
육고시원 등의 홈페이지 자료를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므로 일부 성별 시험 과목이 누락되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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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2009년 까오카오 문항 개발 권역과 시험 과목

구분
주관
실시 지역
河南, 山西,
1 전국권1 교육부 河北,
广西
贵州, 黑龙江, 吉林,
2 전국권2 교육부 云南, 甘肃, 新疆,
内蒙古, 青海, 西藏
3 北京 北京市 北京市
4 上海 上海市 上海市
5 重庆 重庆市 重庆市
6 天津 天津市 天津市
7 安徽 安徽省 安徽省
8 福建 福建省 福建省
9 广东 广东省 广东省

시험 과목
어문, 수학(문/이), 외국어, 문종, 이종*
어문, 수학(문/이), 외국어, 문종, 이종

어문, 수학(문/이), 외국어, 문종, 이종
어문, 수학(문/이), 외국어, 문종, 이종
역사, 정치, 지리, 물리, 화학, 생물
어문, 수학(문/이), 외국어, 문종, 이종
어문, 수학(문/이), 외국어, 문종, 이종
어문, 수학(문/이), 외국어, 문종, 이종
어문, 수학(문/이), 외국어, 문종, 이종
어문, 수학(문/이), 외국어,
역사, 정치, 지리, 물리, 화학, 생물
문과기초, 이과기초
어문, 수학(문/이), 외국어,
10 海南 海南省 海南省
역사, 정치, 지리, 물리, 화학, 생물
어문, 수학(문/이), 외국어 (자체 개발)
11 湖北 湖北省 湖北省
문종, 이종 (전국권1)
어문, 수학(문/이), 외국어 (자체 개발)
12 湖南 湖南省 湖南省
문종, 이종 (전국권1)
어문, 수학(문/이), 외국어,
13 江苏 江苏省 江苏省
역사, 정치, 지리, 물리, 화학, 생물
어문, 수학(문/이), 외국어 (자체 개발)
14 江西 江西省 江西省
문종, 이종 (전국권1)
15 辽宁 辽宁省 辽宁省
어문, 수학(문/이), 외국어, 문종, 이종
어문, 수학(문/이), 외국어, 문종, 이종
16 山东 山东省 山东省
기본능력
어문, 문종, 이종 (전국권1)
17 陕西 陕西省 陕西省
수학(문/이), 외국어 (자체)
18 四川 四川省 四川省
어문, 수학(문/이), 외국어, 문종, 이종
어문, 수학(문/이), 외국어, 문종, 이종
19 浙江 浙江省 浙江省
자기선택모듈
어문, 수학(문/이), 문종, 이종 (자체개발)
20 宁夏 宁夏区 宁夏区
외국어 (전국권1)
* 수학(문/이)는 문과 수학과 이과 수학 등 2개의 수학 시험 과목을, 문종과 이종은 각각 문
과종합과 이과종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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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오카오 전국권을 주관하는 기관인 ‘교육부고시중심’에서는 매년 초 까오카오 요강을
발표한다. 까오카오 요강의 정식 명칭은 ‘普通高等学校招生全国统一考试大纲’이다. 까오
카오 요강에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여 별도로 각 과목별 까오카오 출제 내용을 발표한
다.3) 중국은 각 성과 시별 교육과정을 따로 개발, 운용하는 것은 아니며 전국적으로 교
육부가 제시하는 교육과정을 공통으로 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워낙 국토가 방대
한 중국의 특성상 각 성과 시별로 중점을 두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여야 하는 ‘교육부고시중심’의 입장에서는 특정한 성이나 시의
유․불리 문제를 고려하여 까오카오 요강에 전국권 시험의 출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각 성이나 시에서 출제하는 시험 내용은 전국권 시험과 다소 다를 수 있다.
나. 시험의 구성 및 시행

성이나 시 단위별로 시행되는 경우 시험 과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국권1
과 전국권2의 경우는 어문, 수학(문과/이과), 외국어(영어), 문과종합, 이과종합 등 5과목
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수학의 경우 문과와 이과 등 2개의 시험이 개발되며, 문과종합은
역사, 지리, 정치의 내용으로, 이과종합은 물리, 화학, 생물의 내용으로 구성된 과목이다.
중국 교육부의 2009년 일반대학교 신입생 모집 통지에 따르면 외국어는 영어, 러시아
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6개 언어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
어 있으나 2009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영어 한 과목만 출제된 것으로 파악되며, 2008년의
경우는 영어 이외에 총칭(重庆)에서 러시아어와 일본어 시험이 실시된 것으로 파악된다.
어문, 수학, 외국어 등 3과목은 필수 시험 과목이며, 대학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각 지
역별로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시험 과목 조합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3+X
‘3’은 필수 시험 과목으로 어문, 수학, 외국어이며, ‘X’는 선택 시험 과목으로 문과종합,
이과종합, 역사, 지리, 정치, 화학, 물리, 생물 중 1개 과목을 선택한다. 학생들에게 선택
권을 더 많이 부여하는 방안으로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다.
○3+2
‘3’은 필수 시험 과목으로 어문, 수학, 외국어이며, ‘2’는 문과는 정치와 역사, 이과는
3) 중국은 2004년 신교육과정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신교육과정이 실시되지 않는 성이 있어 2009년 전
국권1과 전국권2는 구교육과정의 내용으로 문항이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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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와 화학을 택한다.
○ 3 + 종합 + 1
‘3’은 필수 시험 과목으로 어문, 수학, 외국어이며, ‘종합’은 문과종합 또는 이과종합에
서 한 과목을 택하고, ‘1’은 문과는 역사, 지리, 정치 중에서, 이과는 물리, 화학, 생물 중
에서 한 과목을 택한다.
전국권1의 과목별 구성을 살펴보면 <표 Ⅰ-2>와 같다. 전국권2와 각 성과 시에서 개
발한 시험의 경우 과목에 따라 전국권1의 구성과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전
국권1의 구성과 유사하다.
<표 Ⅰ-2> 2009년 까오카오 전국권1 과목별 구성
배 문항
점 수
어문 150
점
수학
(문과 150
/이과) 점
외국어 150
(영어) 점
문과 300
종합 점
이과 300
종합 점

문항 구성

비고
Ⅱ. 서답형
10문항(60점)
10문항(30점)
- 단답형, 서술형 논술형 문항의 주제는 해마다
21 - 4지선다형
1문항(60점)
사회적 이슈가 됨
- 논술형 800자
- 문과, 이과로 나뉘며 형식은
4문항(20점)
동일하나 문항의 내용과
12문항(60점)
빈칸
채워
넣기
수준 다름
22 - 4지선다형
6문항(70점)
- 서술형의 경우 계산과 증명
- 서술형
및 응용에 관련한 전 과정을
문자로 기술해야 함
*듣기 : 20문항(30점) 10문항(10점)
- 3지선다형
- 단답형
86 *읽기
듣기 평가 포함
: 55문항(85점) 1문항(25점)
- 4지선다형
- 에세이 100자
역사, 지리, 정치 내용을 유
35문항(140점)
4문항(160점)
기적으로 통합시켜, 세 과목의
39 - 4지선다형
- 서술형
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문항
21문항(126점)
13문항(174점) 물리, 화학, 생물 내용을 독
34 -정답4지선다형
하나 : 13문항 - 단답형, 서술형 립적으로 평가하는 문항
정답 복수 : 8문항
Ⅰ.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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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수능은 모든 과목의 문항 유형이 5지선다의
선택형 문항으로 통일된 반면4), 까오카오는 4지선다형 이외에 영어의 듣기 문항은 3지
선다형으로 출제되고, 각 과목별로 단답형 및 서술형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어문과
영어의 경우 논술형(에세이)의 문항이 각각 한 문항씩 출제되고 있다.
까오카오 전국권의 경우 매년 같은 날인 6월 7일과 6월 8일 이틀 동안 전국적으로 시
행되며 시험을 자체 출제한 지역 중 출제 과목수가 많은 곳은 6월 9일까지 3일 동안 시
행하기도 한다.
까오카오 전국권 시험 시간표는 <표 Ⅰ-3>과 같다.
<표 Ⅰ-3> 까오카오 전국권 시험 시간표

첫째 날 (6월 7일)

시간
09 : 00∼11 : 30
(150분)
15 : 00∼17 : 00
(120분)

과목
어문

수학(문과/이과)

둘째 날 (6월 8일)

시간
09 : 00∼11 : 30
(150분)
15 : 00∼17 : 00
(120분)

과목
문과종합/이과종합
외국어

첫째 날 어문과 수학(문과/이과), 둘째 날 문과종합/이과종합과 외국어에 대한 시험이
실시된다. 우리나라 수능의 경우 하루 동안 최대 5개 영역 8개 과목에 대해 410분 동안
시험이 실시되는 데 비해, 까오카오 전국권 시험은 일본의 입시센터 시험과 유사하게 이
틀에 걸쳐 540분 동안 실시된다.

4) 단, 수능 수리 영역의 경우 단답형 문항이 일부 출제되고 있다.
중국 대학입학시험 문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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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의 채점 및 활용

시험 답안 채점은 성급 시험 기구가 총책임을 진다. ‘시험 답안 채점 소모임’을 구성하
여 시험 답안 채점 인원을 임용하는데, 시험 답안 채점 인원은 대학교 교수를 위주로
중․고등학교 교사 또는 연구원이 참여한다. 작문 등 서답형 문항의 답안 채점은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여 담당하게 한다. 시험 답안 채점 중 발견되는 이상한 상황에 대하여 성
급 시험 기구에 보고하여 신속히 처리토록 하고, 처리 결과를 즉시 ‘교육부고시중심’에
보고한다. 선택형 문항의 채점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채점하는 반면, 서답형 문
항은 사람이 직접 채점한다. 최소 2인 이상이 채점하는데, 2인이 제출한 점수는 ‘시험 답
안 채점 소모임’에서 설정한 점수 오차 범위에서 2인이 준 점수의 평균점을 가지고 ‘시
험 답안 채점 소모임’에서 토론을 거쳐 확정한다. 당일 시험 답안 채점수의 20% 이상에
대해 재검을 하며 만약 재검자의 의견이 원래 시험 답안 채점자와 다를 경우 ‘과목 시험
답안 채점 소모임’ 팀장이 채점 결과를 결정한다.
중국의 경우 각 지역별로 대학별 모집 인원을 배분하는 지역할당제 형식으로 신입생
을 모집한다. 특차 모집, 1차 모집, 2차 모집, 3차 모집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차는 행정
이나 군사 등의 특수대학에 대한 모집이며, 1차는 국가중점대학에 대한 모집으로 전국권
모집이다. 2차는 지방대학에 대한 모집으로 해당 지방 모집과 전국권 모집이 병행되며,
3차는 전문대학에 대한 모집이다. 예를 들어, 상해지역에 북경대 지역 할당이 20명이라
면, 북경대에 진학하고자 하는 상해 학생은 1차 모집에 지원하여 북경대를 지원한 상해
지역 학생 중 20위 안에 들어야 한다.
해마다 까오카오가 끝나면 난이도에 따라 교육부에서 각 지역별로 까오카오의 최저
학력 기준을 발표하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 중 입시 사정 점수5)의 상위 순으로 선
발한다. 대학별로 지역의 수준과 인구, 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해마다 지역별 모집 학생
수를 발표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자체 출제한 문항지의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 현상
은 없으나, 해당 대학 내에서 지역별 학생의 수준 차이가 크다. 특히 최저 학력 기준과
문항의 난이도, 지역별 배분 등이 해마다 문제시되고 있다. 작년의 입시 결과에 따라 매
년 지역에 할당되는 대학별 모집 인원은 변동된다.
5) 까오카오 점수와 학생 개인별 학생부(当案), 사상정치품덕 고찰 등을 참조하여 점수를 합산한다.
Ⅰ. 중국 대학입학시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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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영역/과목별
문항 분석

1.
2.
3.
4.
5.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외국어(영어) 영역
사회탐구 영역
과학탐구 영역

본 장에서는 영역/과목별로 시험의 구성과 특징 및 구체적인 문항의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
하기로 한다. 분석은 ‘중국교육신문망(中國敎育新聞網)’ 홈페이지(http://gaokao.jyb.cn/)에 탑
재되어 있는 2009년도 전국권1과 전국권2 문제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1

언어 영역

가. 시험의 구성과 특징
(1) 시험의 성격

까오카오에서 수능 언어 영역에 해당하는 시험은 어문(語文)이라 할 수 있다. 까오카
오는 고등학교 졸업생 및 동등한 학력을 가진 수험생이 참가하는 선발형 시험이므로 정
규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이 갖출 수 있는 어문 능력을 측정한
다. 따라서 ‘고등학교어문교수학습요강’에 있는 것처럼 실제 생활에 필요한 현대문 독해
능력과 작문 및 언어 활용 능력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문학 감상 능력과 고전문 독해 능
력을 갖추었는지를 측정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수능 언어 영역 개선에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까오카오 어문의 시험
구성을 알아보고 개별 문항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전국권1의
어문을 대상으로 문항을 분석해 보았다.
(2) 출제의 기본 원칙

2009년도 까오카오 어문 요강에 의하면 까오카오 어문에서 측정하는 능력은 지식, 이
해, 분석종합, 표현응용, 감상평론 등으로 분류되며 이들은 위계를 이루어 뒤로 갈수록
상위의 능력이 된다. 이들 능력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지식은 문식력과 기억력을 의미하며 가장 기본적인 등급이다.
◦ 이해는 내용 파악 능력과 간단한 해석 능력을 의미하며 지식보다 높은 등급이다.
◦ 분석종합은 분석 능력과 귀납적 정리 능력을 의미하며 지식과 이해보다 진일보한
등급이다.
◦ 표현응용은 어문 지식을 운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지식, 이해, 분석종합을 기초로
하는 표현 능력에 해당되는 등급이다.
Ⅱ. 영역/과목별 문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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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상평론은 독해 지문에 대한 감상, 분석, 평론 능력을 의미하며 지식, 이해, 분석
종합을 기초로 하는 독해 능력에 해당되는 등급이다.
(3) 출제 범위

까오카오 어문에서 다루는 내용 영역은 어문 지식과 언어 표현, 문학 상식과 명문장,
고전문 독해, 현대문 독해, 작문 등으로 크게 5가지 영역이다. 이들 영역이 시험에서 차
지하는 문항 수와 비중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며 지역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
고 있지만 2009년 전국권1 시험의 예를 중심으로 그 구성을 보면 <표 Ⅱ-1>과 같다.
<표 Ⅱ-1> 2009년 까오카오 어문 문항 구성

권
Ⅰ

내용
세트 문항
번호 내용 영역
요소
어문
지식과
어휘
및
一 1～4 언어 표현
어법
확인
二 5～7 현대문 독해 정보
및 추론
三
四

Ⅱ

五
六
七

8～10 고전문 독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고전문 독해
고전문 독해
문학 상식과
명문장
현대문 독해
현대문 독해
현대문 독해
현대문 독해
작문
작문
작문
작문

해석
고문(전)
번역
고시(송시)
번역
명문 암송
수필(기행문)
수필(기행문)
수필(기행문)
수필(기행문)
고쳐 쓰기
내용생성
내용 생성
논술

사고
문두 수
측정 능력
유형
× 배점
지식 어휘․어법 4개×3점
이해/
및 3개×3점
분석종합/ 사실
추론
감상평론
이해/ 어휘․어법
분석종합 및 비판 3개×3점
이해 어휘․어법 2개×5점
이해
비판
2개×4점
2개 중
지식
사실 택일×5점
감상평론
비판
1개×4점
분석종합
추론
2개×2점
분석종합
추론
1개×6점
감상평론
비판
1개×8점
기초
비판
1개×4점
기초
창의
1개×5점
심화
창의
1개×6점
심화
창의 1개×60점

이를 보면 작문이 4개 문항이지만 배점이 총 75점으로 전체 만점의 절반을 차지할 만
중국 대학입학시험 문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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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중요한 비중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현대문 독해가 7개 문항으로
총 31점, 고전문 독해가 5개 문항으로 총 27점, 어문 지식과 언어 표현 영역은 4문항 12
점, 문학 상식과 명문장 영역은 1문항 5점의 배점으로 출제되고 있다. 그러면 각 영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6)
① 어문 지식과 언어 표현

어문 시험 중 첫째 세트는 어문 지식과 언어 표현에 관한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능의 어휘․어법 영역과 유사한 것으로 기본적인 언어 지식과 상용되는 언어 표
현 능력을 측정한다.
㉠ 어문 지식
현대 표준 중국어의 독음과 현대 한자의 철자에 관한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 다음 중 밑줄 친 글자의 독음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A. 强求 / 牵强 纤夫 / 纤尘不染 来日方长 / 拔苗助长
qiǎng qiǎng qiàn xiān
cháng zhǎng
B. 宿仇 / 宿将 落笔 / 失魂落魄 差可造慰 / 差强人意
sù sù
luò
luò chā
chā
C. 解嘲 / 押解 蹊跷 / 另辟蹊径 一脉相传 / 名不虚传
jiě
jiè qī
xī
chuán chuán
D. 卡片 / 关卡 度量 / 置之度外 方兴未艾 / 自怨自艾
kǎ qiǎ dù
dù
ài
yì
○ 다음의 단어 중 틀린 글자가 두 개 있는 것은?
A. 啜泣 层峦叠嶂 嗑碰 义愤填膺
B. 辑拿 额手称庆 坍塌 班师回朝
C. 秸秆 大有稗益 赘述 披肝沥胆
D. 摩娑 厝火积薪 巨擘 见风驶舵

㉡ 언어 표현 응용
표점 부호7)의 정확한 사용, 관용구나 어휘의 정확한 사용, 틀린 문장에 대한 수정, 어
6) ‘까오카오 요강-어문’을 보면 다른 과목의 요강과 달리 시험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내용별 예시문항
을 제시하고 있다. 어문의 출제 범위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어 요강의 예시문항 일부를 본
보고서에 인용하였다.
7) 일종의 문장 부호로서, 우리말의 문장 부호에 비해 띄어쓰기의 기능이나 문장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 등 훨씬 적극적인 기능을 갖는 부호를 말한다.
Ⅱ. 영역/과목별 문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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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응용, 문장의 선택 및 활용, 정확한 수사법 사용, 적절한 언어 표현 등에 관한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 다음 문장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문장 부호들끼리 묶인 것은?
湖北省江陵县一同志来信反映①人情风正在污染人们的心灵②金钱的多少③表示着人情的轻
重④礼品的贵贱⑤显示出关系的亲疏⑥
호북성 강릉현의 친구가 보낸 편지는① 인정의 풍속이 사람의 마음을 오염시킨다는 것을 반영한
다② 금전의 다소에 따라③ 인정의 경중을 표시하고④ 선물의 귀천에 따라⑤ 관계의 친소를 표시
한다⑥
①
②
③
④
⑤
⑥
A
：“
。
，
。
，
。”
B
：
，
，
。
，
。
C
，
。
，
；
，
。
D
，
，
，
；
。
。
○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① 정강산, 존의, 연안과 서백파 _____는 중국의 혁명 기지이다.
② ‘서부개발전략’의 목표 중 하나는 우리나라 동부와 서부의 격차를 ____하는 것이다.
③ 집값을 통제하는 대책이 몇 가지 나왔는데, 이는 정부의 집값 상승 ____에 대한 태도가
매우 견고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A. 성지 축소 공제
B. 골지 감소 공제
C. 골지 축소 억제
D. 성지 감소 억제
○ 다음 문장 중 문법적 오류가 없는 것은?
A. 이와 같은 교통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는 교통안전 교육과 관리를 강화했다.
(为了防止这类交通事故不再发生，我们加强了交通安全的教育和管理。)
B. 기후 조건과 지리 환경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등산대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등정에 승리
했다. (不管气候条件和地理环境都极为不利，登山队员仍然克服了困难，胜利攀登到顶峰。)
C. 이 도시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짝퉁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속임수
로 돈을 버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엄중한 타격을 가해야 한다. (该市有人不择手
段仿造伪劣产品，对这种坑害顾客骗取钱财的不法行为，应给以严厉打击。)
D. 마교수가 지도하는 연구팀은 석탄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저질탄 연소기를 만들었고, 에너
지 절약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马教授领导的科研组研制出能燃用各种劣质煤并具有节煤
作用的劣质煤稳燃器，为节能作出了重大贡献。)
○ ‘그녀는 _________________한 감독’이라는 어구에서, 감독을 수식하는 여섯 개의 문장 성분을 순
서대로 알맞게 나열한 것은?
① 우수한
② 20년 넘게 지도 경험이 있는 ③ 국가 대표의
④ 농구(감독)
⑤ 여(감독)
⑥ 한 분(감독)
A. ①②⑥③④⑤ B. ③⑥②①④⑤ C. ①②③⑥⑤④ D. ②①③⑥④⑤
중국 대학입학시험 문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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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문장의 연결 관계가 적절한 것은?
① 멀리서 보면 산꼭대기에 분명히 탑이 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자마자 탑이 꼭대기에 있지 않다는 걸 발견한다.
(远处看，山顶上明显地有座宝塔。可是，走近一看才发现，宝塔并不在山顶上。)
② 멀리서 보면 탑은 분명히 산꼭대기에 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자마자 탑이 꼭대기에 있지 않다는 걸 발견한다.
(远处看，宝塔明显地坐落在山顶上。可是，走近一看才发现，宝塔并不在山顶上。)
③ 그들은 공장에서 공인에게 제판, 인쇄, 제본 등의 기술을 배운다.
그들은 과거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적도 없다.
(他们在工厂里向工人学习排版、印刷、装订等技术活儿。他们过去不但没有干过这些活儿，连
见也没见过。)
④ 그들은 공장에서 공인에게 제판, 인쇄, 제본 등의 기술을 배운다.
이런 일은 그들이 과거에 해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적도 없다.
(他们在工厂里向工人学习排版、印刷、装订等技术活儿。这些活儿他们过去不但没有干过，连
见也没见过。)
A. ①, ③ B. ①, ④ C. ②, ③ D. ②, ④
② 문학 상식과 명문장

서술형 시험인 제Ⅱ권에 고전문 독해 세트에 포함하여 문학가나 작품 및 작품의 명문
장을 암기하는 문학적 소양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우리 수능에서는 단순 지식의 암기를
묻는 것을 지양하는 반면 까오카오 어문은 중국의 문화적 전통에서 비롯된 문학적 유산
과 세계 문학에 대한 교양을 갖추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문항을 출제
하고 있다.
㉠ 문학 상식
중국을 비롯하여 세계의 주요한 작가와 작품 및 문예 사조에 대한 지식, 문학적인 상
식에 대한 지식 등을 묻고 있다.
○ 다음은 어느 학교의 문학 간행물에 게재된 평론이다. 4개의 주석 중 정확하지 않은 것은?
갈등은 《자야(子夜)》등의 소설 창작 중에 실현되는 창작 유형이고, 서양의 발자크, 톨스토이,
졸라로부터 출발한 현실주의이다. 자연주의 소설가는 성공적으로 창작 유형을 실천하였다.
A. 자야(子夜) : 장편소설 주인공 吴荪甫의 비극적 운명을 통해 당시의 사회문제를 다루었다.
B. 발자크：19세기 프랑스 작가, 그의《인간희극》은 파리의 상류사회 역사서로 불린다.
C. 톨스토이：19세기 러시아 작가, 그의 《전쟁과 평화》는 매우 유명하다.
D. 졸라：19세기 프랑스 작가, 그의 대표작은 인도주의 사상을 담은 《파리의 성모원》이다.

Ⅱ. 영역/과목별 문항 분석
l

17

○ 문학 상식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마몽룡이 편찬한 《유세명언》《경세통언》《성세항언》을 ‘삼언’이라 칭하는데, 여기에는 적지
않은 송, 원대의 ‘화본’과 명대의 ‘의화본’이 들어 있다.
B. 빙심은 ‘5․4신문학운동’ 기간에 활동한 저명한 여류 작가로서 그녀의 《소(笑)》《왕사(往
事)》《기소독자(寄小读者)》등의 작품은 역사적인 의의를 지닌 아름다운 문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C. 신시가 현대 시가의 주류이지만 현대 생활이나 사상, 감정을 반영하는 구체사도 현대 시가로
인정받고 있다.
D. 몇 개의 단편 소설만 쓴 프랑스의 모파상과 러시아의 체홉은 유럽 문학사에서 걸출한 단편
소설가들이다.

㉡ 명문장 암기
널리 알려져 있는 고전의 명문장을 암기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문항이다.
○ 빈칸에 시의 원문을 쓰시오.
① 登东皋以舒啸, 临清流而赋诗。
___________ ，___________？
② 垂平野阔，_________ 。
________，官应老病休。
③ 六国者六国也，非秦也 ;
____________，______ 。
④ 情若是久长时, _____________！

-도연명 《귀거래혜사》-두보 《여야수배》-두목 《아방궁부》-진관 《작교선》-

③ 고전문 독해

제Ⅰ권에서는 600～700자(우리말로는 1800～2100자) 정도 분량의 고전 제시문과 함께
내용을 이해하고 요지를 분석 종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4지선다형 문항이 3～4개가 제
시되며, 제Ⅱ권에서는 고전문이나 시의 일부를 직접 번역하거나 감상 평론을 하는 능력
을 측정하는 문항을 출제하고 있다.
㉠ 고전문 이해 및 분석 종합
고전문의 실사(實辭)나 허사(虛辭)에 대한 이해와 문장의 내용 이해 및 용법 파악, 고
전문의 어구에 대한 이해와 번역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과 고전 문장의 정보를 파악하고,
내용의 요점과 중심 요지를 찾아내며, 필자의 관점과 태도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지
를 묻는 문항이다.
중국 대학입학시험 문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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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사(北史)․배협전(裴侠传)》에서- ※제시문 생략
(1）다음 문장 중 밑줄 친 부분의 뜻과 용법이 서로 다른 것은?
A. 举手指之而言 吏人莫不怀之
B. 何如东就妻子，余择木焉 朝野服焉，号为“独立使君”
C. 所食唯菽麦盐菜而已 所居第屋，不免霜露
D. 并收庸为市官马 乃为起宅，并赐良田十顷
(2）다음 중 공과 사를 분별하고 부패 관리를 놀라게 한 내용끼리 묶인 것은?
A. 배협은 황제를 따라가며 가족은 동군에 남게 하였다.
배협이 이 사실을 듣고 자수를 허락하였다.
B. 어찌 가족들 때문에 마을을 바꾸겠는가?
이귀가 관가에서 슬피 울었다.
C. 다섯 번의 북소리를 듣고 놀라 일어났다.
몇 년 동 사라진 재물이 천만 냥이 되었다.
D. 병이 위중하지만 이로 인해 병이 나았다.
벌을 받을까 두려워 슬피 운다고 하였다.
(3）지문을 분석, 요약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배협은 7세 후에 총명해져서 보통 아이들과 달랐다. 관직에 나간 후 황제에게 충성하였다.
영양(荥阳)의 정위(郑伟)가, 세상이 어지러우니 앞날을 도모하라고 충고했으나 이를 거절
하고 결연히 황제를 따라 서쪽으로 갔다.
B. 배협은 생활이 검소하고 관직에 나가서도 청렴하였다. 그는 매일 소박한 음식을 먹고 기
름진 음식은 먹지 않았다. 사사로이 관가의 노비를 부리지 않았으며 공공 재물을 사용하
지도 않았다. 이런 까닭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세상의 모범이라는 칭송을 들었다.
C. 배협은 호부에 재직할 때 관리들을 엄격히 단속하여 불법 행위를 적발하였고 단기간 내에
성과를 올렸다. 공부에 재직하면서 부패 관리에게 솔직히 자백할 것을 독촉하였는데 겨우
이귀 한 사람만이 5백만 냥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자백하였다.
D. 배협은 언제나 공무를 중히 여겨 진공 후의 칭찬을 받았고, 황제는 그의 생활이 곤궁하다
는 것을 알고 그를 돕기 위해 인력과 노비, 각종 물품을 보냈다. 사대부들은 이를 영예롭
게 생각하였다.
（4）지문에 제시된 다음 문장을 현대 중국어로 옮기시오.
① 배협이 말하기를 “먹기 위해 사람을 고생시키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侠曰：“以口
腹役人，吾所不为也。”乃悉罢之。
② 배협은 병이 위중한데도 일을 걱정하다가 북소리를 듣고 병이 나았군. 이는 하늘이 그를
도운 게야. (裴侠危笃若此而不废忧公，因闻鼓声，疾病遂愈，此岂非天佑其勤恪也？)
○ 다음 글을 사선을 이용하여 단문으로 나누시오.(5점)
天之道其犹张弓与高者抑之下者举之有馀者损之不足者补之天之道损
有馀而补不足人之道则不然损不足以奉有馀孰能有馀以奉天下唯有道
者 是 以 圣 人 为 而 不 恃 功 成 而 不 处。
(하늘의 도는 전쟁에서 궁수가 수많은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 물러나는 것은 높이 있어서 그런 것
Ⅱ. 영역/과목별 문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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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 오를 수 있다는 것은 아래에 있어서 그런 것이다. 잃어버리는 것은 여유가 있기 때문이요 채
울 수 있다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하늘의 도를 잃어버렸다면 도가 있었던 것이요 도
가 부족하다면 채우면 되는 것이다. 인간의 도는 자연스럽지 않다. 잃어버린 것을 부족하다 보고
여유가 있는 자가 돕는 것이 인간의 도이다. 천하를 도와 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자가 어디
에 있겠는가. 천하를 도와줄 만큼의 여유도 없으면서 베풀었다 하고, 그것을 도가 있다 한다. 성인
이 옳다고 하는 것을 보면 베풀어 주고 믿게 하지 않는가. 공을 이루어서 따르게 하지 않는가. 그
것은 욕심이 없으면서도 현명함을 보이는 행위이다.) -노자《도덕경》77장-

㉡ 감상 평론
고전 문학 작품의 표현법 및 효과에 대한 감상, 작품의 사상과 작가의 관점 및 태도에
대한 평론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 다음 송시(宋詩)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8점）
次石湖书扇韵(차석호서선운) - 姜夔(강기)
桥西一曲水通村，岸阁浮萍绿有痕。
다리 서쪽으로 물길이 마을 사이로 흐르고, 물가 누각 아래에는 부평초의 푸른 흔적이 남아있네.
家住石湖人不到，藕花多处别开门。
석호의 그의 집에는 속인이 오지 않고, 석호에는 연꽃이 한창이네.
(1）이 시는 한 폭의 그림을 묘사한 것이며 어떤 풍경을 형상화한 것인지 간단히 서술하시오.
(2) 어떤 사람은 시의 후반부 두 구가 범성대의 품격을 노래한 것이며 셋째 구의 ‘人’은 권세에 아
부하는 자를 지칭한 것이라고 한다. 이런 관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④ 현대문 독해

제Ⅰ권에서는 800～1300자(우리말로는 1300～2500자) 정도 분량의 현대문 제시문과
함께 내용을 이해하고 요지를 분석 종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4지선다형 문항이 3～4개
가 제시되며, 제Ⅱ권에서는 현대문이나 문학 작품을 감상 평론을 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출제하고 있다.
㉠ 현대문 이해 및 분석 종합
사회, 과학 분야의 글이나 문학 작품에서 문장의 중요 단어나 어구의 의미를 이해하
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과 글의 정보를 파악하고 글의 구조를 분석하며 글의 요점을 이
끌어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지문 내용에 근거하여 숨겨진 내용이나 새로운 내용을 추론
하고 상상할 수 있는지, 필자의 관점과 태도를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중국 대학입학시험 문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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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사에 관한 설명문 - ※제시문 생략
(1) 황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A. 황사는 바람이 대량의 모래를 말아 올려 공기와 섞인 후, 가시거리가 1천 미터 이하가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B. 황사는 대지의 외형을 만드는 자연 현상의 하나이고, 대자연 생태 환경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C. 지질 역사에서 보면, 황사는 바람이 초원 지대의 풍화 물질을 걸러 준 결과이다.
D. 황사는 굵은 모래, 고운 모래가 바람에 날려 인근에 집중적으로 쌓이게 함으로써 사막을
형성하게 한다.
(2) ‘모래는 지구 생태 환경의 균형을 잡아주는 요소’라는 말을 이해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A. 모래 현상은 고대에도 있었으며, 지구 생태 환경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B. 모래는 점차 황사 현상을 초래하며, 지구 생태 환경을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
C. 모래는 알칼리성을 포함하여 대기 중의 산성 물질을 중화시키고 산성비의 농도를 줄인다.
D. 모래는 토양의 분포와 상호 보충하며 지구의 수분 순환에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3) 황사로 인한 재해를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강한 상승 기류는 미세한 모래와 흙을 먼 거리로 운송하는 작용을 한다.
B. 삼림의 대량 벌목, 토지의 지나친 개간, 공장의 맹목적 건설을 통제하지 않으면 거대한 생
태 환경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C. 황사에는 공장의 유해 성분과 가축 분뇨의 병균이 혼입되어 있다.
D. 인공적인 활동으로 인해 자연계 풍식 작용의 속도는 거대한 토양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한다.
(4) 윗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A. 황사 현상은 뉴질랜드,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국가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인류가 반드시
이용해야 할 대상이다.
B. 바람은 대륙의 모래를 바다로 날려 보내고, 바다의 수분을 내륙으로 불어 보낸다. 이것은
해수면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C. 인간의 활동에 황사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지만 인류는 이와 같은 재해의 발생을 감소시킬
능력이 있다.
D. 대자연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인류는 대자연에 순응해야 하고, 대자연을 개발하기 위한 시
도를 하면 안 된다.

㉡ 감상 평론
현대 문학 작품의 표현법 및 효과에 대한 감상, 작품의 사상과 작가의 관점 및 태도
에 대한 평론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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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을 읽고 (1)～(4)번 문항을 완성하시오.
绵绵土(끝없이 펼쳐진 토지) - 牛 汉(우한) ※제시문(수필) 생략
(1）본문에 묘사한 면면토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4점)
（2）전체 지문을 볼 때, 작가는 왜 사막을 밟자마자 온몸으로 기쁨을 느꼈는가?(6점)
（3）‘사막-면면토-사막’으로 이어지는 문장구조 이외에 본문에는 다른 은유적 표현이 있다. 이를
세 개의 중심어로 표현하시오.(5점)
（4）작가의 면면토에 대한 기억과 타클라마칸 사막에 대한 묘사는 어떤 생각을 포함하고 있는가?
간략히 분석하시오.(7점)
⑤ 작문

까오카오 어문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된 작문은 보통 제Ⅱ권의 후미에 있으며 문항의
수는 적지만 배점이 커서 까오카오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다. 작문 시
험은 기초와 심화 두 단계로 이루어지며 기초인 제Ⅱ권 六세트는 2～3개의 문항으로 구
성되며 답안은 몇 개의 문장을 서술하게 하고, 심화인 七세트는 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며 답안은 한 편의 완성된 글로 600～800자(우리말로 1200～1600자) 정도의 분량을 서술
하게 한다.
㉠ 기초 작문
설명문, 논설문, 실용문 등 다양한 글을 쓰는 기초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출제
한다. 기초 작문에서는 제재의 의미와 부합하고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글을 쓰는 능력과
명확하고 충실한 내용으로 정확하게 글 쓰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출제한다.
○ 다음 글의 밑줄 친 단어 중 사용이 바르지 않은 것이 있다. 잘못된 부분을 찾아 자연스럽고 뜻이
통하는 논리적인 글로 고치시오.(4점)
※ 제시문 생략
○ 다음의 지문을 참고하여 하나의 주제를 정하여 세 문장을 쓰되, 글의 구성 형식은 대구를 이루고
문장 형식은 예문과 같게 하시오.(6점)
※ 예문 생략

㉡ 심화 작문
현상을 투시하고 본질을 깊이 이해하며 사물에 내재된 인과관계를 드러내고 있는지,
소재가 풍부하고 논거가 충실하며 정서가 깊은지, 언어 사용이 적절하고 표현과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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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활용하며 표현력이 있는지, 제재나 견해가 참신하고 구성이 정교하며 상상력이 독창
적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주어진 과제에 대해 한 편의 글을 쓰게 하는 문항이다.
○ 다음 글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회생활 중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을 찾을 수 있다.
현실 생활 중에 의미 있는 화제를 선택하고 위에서 제시한 현상을 비유로 활용하여 자신의 견
해를 밝히시오. 600자 이상으로 쓰되 부제는 스스로 정하시오.
한 그루의 나무는 기후를 바꿀 수 없으나 울창한 삼림은 기후를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울창
한 삼림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이 있다. 온도, 습도 등이 적당해야 수목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된다. 만약 큰 숲이 출현한다면 기후를 바꾸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 인류의 장기 이식의 성공이 점차 늘어나면서 과학자들은 다시 기억 이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고 있다. 신문에 의하면 외국의 과학자들이 작은 동물 실험에서 기억 이식을 성공하였다고 한
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뇌에 들어온 정보가 코드화를 거친 후 일종의 화학물질 속에 저장
되는데 이 화학물질을 전환하면 기억이 이동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사람의 기억 이식은 동물보
다 훨씬 더 복잡하여 영원히 성공 못할 수도 있다. 단, 과학자들은 미래에는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만약 사람의 기억이 이식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기억 이식이 가능하다면’이라는 주제로 작문하시오.
조건：
① 작문 시 대담한 상상도 가능하지만 내용은 ‘기억이식이 가능하다면’과 관계가 있고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구체적인 구상과 쓰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편의
이야기로 견해를 밝히고 전망을 밝히는 방법 등등.
② 제목은 자유이다.
③ 시가 이외의 기타 문체적인 제한은 없다.
④ 800자 이상
○ 아래 글을 읽고, 요구 사항에 따라 800자 이상의 글을 완성하시오.
한 마리의 솔개가 산봉우리에서 급강하하여 한 마리의 작은 양을 잡아갔다.
까마귀가 보고는 매우 부러워하며 “만약 나도 저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
하고는 솔개를 흉내 내어 급강하하는 자세를 부단히 연마하였다.
어느 날, 까마귀는 연습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까마귀 소리를 내며 나무에서 사납게 급강하
하여 산양의 등을 덮친 후 산양을 잡아 날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몸은 가볍고, 발톱은 양
털에 끼어 아무리 날개를 파닥거려도 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유목민에게 잡히고 말았다.
유목민의 아들이 이를 보고는 “저건 무슨 새야?” 하고 물었다. 유목민은 “저 새는 자신이 어
떤 새인지 모르는 새란다.” 아이는 까마귀의 털을 쓰다듬으며 “정말 사랑스러운 걸.”이라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이해한 후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고 하나의 각도로 구성하여 작문하시오. 주제를
정하고 논점을 확정한 후 제목을 정하여 재제의 함의를 벗어나지 않게 쓰되 짜깁기하지 말고
표절하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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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항 분석
(1) 문항 분석의 방법과 절차

까오카오 전국권1 어문 문항에 대해 5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협의회를 갖고 이를
분석하였다.8) 어문 문항을 수능 언어 영역과 비교해 보기 위해 다음 <표 Ⅱ-2>와 같은
문항 분석의 준거를 설정하였다.
준거

<표 Ⅱ-2> 2009년 까오카오 어문 문항 분석의 준거

내용
지문이 다루는 분야와 소재는 무엇인가?
⑴ 지문 내용
지문의 수준이나 난이도는 적정한가?
지문에 배당된 문항 수는 적정한가?
⑵ 문항 배열
문항 간 배열은 내용상, 형식상 적정한가?
영역에 비추어 측정하고자 하는 사고력은 무엇인가?
⑶ 문항의 평가 목표 및 난이도 행동
문항의 예상 정답률은 어느 정도인가?
문두는 적정하게 문항을 안내하고 있는가?
문두 길이는 적정한가?
⑷ 문두와 답지
답지는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매력적인 오답이 적정하게 있는가?
답지 길이는 적정한가?
문항의 형식적 완성도는 어느 정도인가?
⑸ 문항 완성도
완성도 측면에서 미흡한 점은 없는가?
⑹ 문항 참신성
수능에 참조할 만한 참신한 점이 있는가?
(2) 문항 분석 결과

까오카오 문제는 중국의 사설 학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나 시행된 시험에
관해서는 관련 기관의 공식적인 보고서나 해설 자료가 없었으므로 시험 원문을 번역하
여 위의 평가 준거에 따라 각 문항별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한 사례 중 어문의 5개 내용
영역에서 각각 하나씩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9)
8) 문항 분석은 수능 언어 출제 관련 원내 연구진 2명과 함께 수능 출제 경험이 많고 중국어 소양을
갖춘 3명의 고교 교사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9) 지문이 매우 긴 경우에는 지면 관계상 지문은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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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문 지식과 언어 표현’ 영역의 문항

[전국권1 4번]
다음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개는 충성스럽고 용감하고 총명한 동물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개는 사람을 돕는 조수가 되었다.
① 전문적으로 군견, 경찰견을 훈련하여 개를 군사 작전, 사건 해결 등의 방면에 이용한다.
② 개는 후각 세포의 양이 사람의 24배에 이르고 약 2만 가지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
③ 예를 들어 유목민의 개는 양떼를 보호하고 늑대와 용감하게 싸운다.
④ 사람들은 개의 특수하고 천부적인 능력을 이용한다.
⑤ 개는 10만 헤르츠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⑥ 주인을 대신하여 위험한 일들을 한다.
A. ③②①⑥④⑤
B. ③⑥⑤②④①
C. ⑤④①③②⑥
D. ⑤②④⑥①③
문항
번호 정답
제1권
일(一)-4 B

지문
분야(소재) 난이도
언어

상

내용 영역

수능 행동 예상
영역
정답률

문장 간의 논리적인
관계 파악

추론적 사고 40%

㉠ 지문 내용 및 문항 배열
까오카오 어문에서는 표준 발음을 1번 문항의 평가 요소로 삼는다. 중국은 거대한 다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표준화된 언어 환경을 지니기 어렵다. 중국의 표준어는 ‘보통화’이
지만 다양한 소수 민족의 민족어로 인해 ‘보통화’ 보급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한 궁벽한 시골 촌부들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언을 구사하기도 한다. 이러
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까오카오의 1번 문항이 표준 발음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이다. 우리 수능에서는 표준 발음 자체를 문항으로 출제하지 않는 대신 1번부터 5번까지
의 문항을 듣기 영역으로 구성하고 있다. 아울러 음운 규칙이나 음운 변동 원리 등을
‘어휘․어법’ 영역에서 출제하기도 한다. 이는 우리 수능의 평가 목표가 학생들의 사고력
측정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언어 환경이 중국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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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능의 듣기 영역에서 표준 발음을 본격적인 평가 요소로 활용해 보는 방안도 검
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세트는 우리 수능의 어휘․어법 영역과 가장 유사하다. 문항 구성을 살펴보면 1번
은 음운, 2번은 어휘, 3번은 통사, 4번은 단락 구성과 관련되어 있어 세트 내의 계열성과
체계를 갖추고 있다. 표준 발음을 다룬 1번 문항과 언어 추론을 다룬 4번 문항은 현재
수능에서 거의 출제되지 않는 문항 유형이다. 표준 발음과 관련된 평가 요소는 수능의
듣기 영역 문항에, 언어 추론의 문항은 수능의 쓰기 영역 문항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자성어의 적용을 다룬 2번 문항과 문법적인 비문을 가려내도록 한 3번
문항도 학생들의 정확한 표현 능력을 평가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우리 수능은 어법 영역에서 탐구 활동형 문항이 주를 이루는 데 비해 까오
카오 어문은 어법 지식이나 활용 능력에 대한 평가가 중심축을 이룬다.
㉡ 평가 목표 및 난이도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 추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제시문에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 명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6개의 어구나 문장을 논리적으로 재배열
하여 완결된 단락을 구성해야 한다. 중간에 들어갈 어구가 6개나 되기 때문에 예문 내에
서도 다른 문장과의 논리적인 연관성, 화제의 연속성, 자연스러운 호응 관계, 사용된 어
구의 순서, 어조 등을 총체적으로 살펴 순서를 정해야 한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쉽지 않은 문항이며 우리 수능에서는 볼 수 없는 문항 유형이다. 고도의 추론 능력
과 복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언어 논리학적인 요소가 강하다.
㉢ 문두와 답지
최선답형 문항으로 문두의 내용은 명료하나 문두의 범위가 모호하다. 수능과 달리, 제
시문에 <보기>와 같은 표시나 테두리 등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두와 제시문의 경
계가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문두와 제시문, 예문의 구별이 없어 문항이 전반적으로
복잡하게 느껴진다.
㉣ 문항 완성도와 참신성
논리적인 정밀성이 부족할 경우 문항 성립에 난관이 예상되나 다양한 사고력과 고도
의 추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문항이다. 수능의 평가 목표에 어긋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형하여 활용하거나 쓰기 영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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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우리 수능은 어법 영역에서 탐구 활동형 문항이 주를 이루는 데 비해 까
오카오 어문은 어법 지식이나 활용 능력에 대한 평가가 중심축을 이룬다.
문두는 수능과 달리 의문형으로 제시되지 않고 완성형으로 제시되며 답지의 번호는
원문자 ①∼⑤ 대신 영어 대문자 A∼D를 사용한다. 4지선다인 점도 수능과 다르다. 제
시문에는 <보기>와 같은 별도의 장치를 하지 않으며 답지 배열도 길이 순을 특별히 고
려하지 않는다.
② ‘문학 상식과 명문장’ 영역의 문항

[전국권1 13번]
다음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구절을 쓰시오.(택1) (5점）
1）子曰(자왈)：“知者不惑(지자불혹)，
,
。” -《논어․자한》尔来四万八千岁(이래사만팔천세)，
。
西当太白有鸟道(서당태백유조도)，
。
，然后天梯石栈相钩连(연후천제석잔상구련)。 -李白《촉도난》2）屈心而抑志兮(굴심이억지혜)，
。
，固前圣之所厚(고전골지소후)。 -굴원《이소》羽扇纶巾(우선륜건)，谈笑间(담소간)，
。
，
，早生华发(조생화발)。 -소식《염노교․적벽회고》
문항
번호 정답
제2권
사(四)-13 생략

지문
분야(소재) 난이도
고전 시문

중

내용 영역
한자 성어의 이해
(고전 문학 작품에
대한 지식)

수능 행동
영역

예상
정답률

어휘․어법

65%

㉠ 지문 내용 및 문항 배열
고전 시문 4편의 일부를 제시하고 빈 칸을 채워 넣도록 하는 문항이다. (1)번 문항은
공자의 ≪논어≫와 이백의 ≪촉도난≫, (2)번 문항은 굴원의 ≪이소≫와 소식의 ≪염노
교≫를 제시하고 두 문항 중 한 문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제시된 글들은 모두 중국
고전의 전범이 되는 작품이다. 뛰어난 문학 작품 외에 명문장도 포함시켜 운문과 산문
영역을 다양하게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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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목표 및 난이도
중국의 고전 명문에 대한 상식과 지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적인 고전
운문과 고전 산문을 암기하여 쓸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한 문항이다. ‘2009년 보통고
등학교 전국 통일고시 요강(어문편)’에서는 어문 지식을 ‘A 등급’으로 분류하고 이를 식
별력과 기억력 측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고전 시
문을 중시하는 것은 중국의 교육과정과 맥을 같이 한다. 중국 어문 교육과정에서는 고대
시문을 암송하고 쓰는 것이 학생들의 평생 어문 능력의 초석이 된다고 전제한 뒤,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와 같은 학습 활동을 부단히 수행하고 이후 평가에도 반영해야 함을 강
조하고 있다. 실제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부터 ‘당시(唐詩)’와 ‘송시(宋詩)’를 비롯
한 고전 명문을 암송하도록 하여 초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대부분의 학생들은 500편 내
외의 고전 명문을 암송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학생들에게는 이와 같은 문항 유형이 매우
친숙한 것이다. 이는 고전 문학 제재에 대해서도 지식과 관련된 평가 요소를 배제하는
우리 수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채점 기준
배점은 5점이고 빈 칸도 모두 5개이므로 한 구절 당 1점씩 부분 점수를 부여한다.
㉣ 문항 완성도와 참신성
중국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문항이었다. 중국은 고전의 명문
장을 암송하고 이를 일상에서 상용하는 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문학적 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려는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이 문항이 잘 보여 주고 있다.
③ ‘고전문 독해’ 영역의 문항

[전국권1 10번]
원문(지문)의 내용을 분석하고 요약한 것 중 바르지 않은 것은?
A. 위덕심은 재능이 있어 여러 관직을 역임한 후 귀향의 현령으로 부임하였다. 당시 조정의 기강
이 문란하고 관리는 부패하고 백성들은 살기 어려웠다. 귀향에서만 생산 활동이 모두 정상적이
었고 백성들도 편안하였다.
B. 위덕심은 권위적이지 않고 백성들을 따뜻하게 대하였다. 이웃 현에서 병기를 만들 때 많은 사
람이 관부에 모여 엄한 감독을 받으며 일했지만 언제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귀향에서는
관리들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노력하여 관부가 언제 조용하였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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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위덕심은 백성들에게 환영받아 교활한 자를 두렵게 하였다. 그가 관도에 가니 백성들이 마치 부
모를 만난 듯 대했고 교활한 조군실은 망명하여 숨었다. 그가 후에 귀향으로 돌아가자 귀향의
관리와 백성들이 서로 기뻐하였다.
D. 군의 관리 원보장은 위덕심의 재능을 시기하여 그에게 무양의 병사를 인솔하여 전쟁에 나가도
록 하였다. 병사들의 향수병을 이용하여 군대가 붕괴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위덕심은 병사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사병들 전부 그를 떠나지 않았다.
지문
수능 행동 예상
문항
내용 영역
번호 정답 분야(소재) 난이도
영역
정답률
제1권
삼(三)-10 C 고전(위인전) 상 작품의 종합적 감상 비판적 사고 50%

㉠ 지문 내용 및 문항 배열
지문은 ‘위덕심’이라는 청렴한 관리의 일대기와 업적을 그린 전기문으로 고전 문학 작
품에 해당된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선정을 베풀어 민심을 얻은 ‘위덕심’의 주요 행적을
일대기적 구성에 따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흠 잡을 데 없이 완벽한 위정자의 전
형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교훈적인 성격이 강하며 교육적인 가치를 염두에 둔 지문인
듯하다. 지문에는 모두 3문항이 속해 있는데 어휘의 의미, 인물의 행적, 지문의 내용 분
석과 해석을 다룬 문항을 순서대로 한 문항씩 배열하였다. 우리 수능에서는 읽기 지문에
서 어휘를 다룰 경우 가장 마지막에 어휘 문항을 배치하는 데 반해 까오카오 어문에서
는 가장 앞에 배열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양국의 시험이 선호하는 문항 배열 순서
와 관련이 있다. 관례상, 우리 수능은 ‘전체’에서 ‘부분’의 순서로, 까오카오 어문은 ‘부분’
에서 ‘전체’의 방향으로 문항을 배열한다. 아울러 3개의 문항 모두 내용과 관련된 문항이
라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이는 우리 수능의 고전 문학 제재에서도 장르적 특징이나
구성상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 등 문학 작품의 형식과 관련된 문항이 한 문항 정도는 출
제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 평가 목표 및 난이도
작품의 종합적인 감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중심적인 의미를 개괄하되 세
부적인 사건과의 연관성 등도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인물과 사건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작가의 태도나 관점까지도 종합하여 이해해야 한다. 지문의 가
독성은 높으나 일정한 난도를 지닌 문항이다. 우리 수능의 문학 제재에서는 요약 문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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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까오카오 어문 제1권은 대체로 문학과 비문학의 문항
유형에 큰 차이가 없으며 문학 제재의 글에서도 감상과 이해보다는 해석과 분석 능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제2권에서 본격적으로 작품 감상을
다루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 문두와 답지
문두는 간단하나 답지는 길고 장황하다. 문두의 ‘분석과 요약’이라는 항목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답지가 길어졌다. 우리 수능에서는 문제 풀이 시간과 특정 문항에 대한 유․불
리 문제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문항에 과도한 정보가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나 까오카오
어문에서는 이에 대해 특별히 고려를 하지 않는 듯하다. 답지의 구성은 비교적 다양하고
오답의 매력도도 높은 편이다. 지문의 내용과는 상반된 사건을 요약해 놓은 답지도 있지
만 지문에 없는 내용을 새로 추가한 답지, 병렬적인 두 개의 사건을 인과 관계로 연결해
놓은 답지 등도 가능하다.
㉣ 문항 완성도와 참신성
작품 전체의 내용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인물 간의 관계, 사건 간의 관계를 비롯하여
인물의 심리까지 추론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항이다. 그러나 정보량이 지나치게 많아 풀
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다른 문항과의 간섭이 우려되는 문항 유형이다.
④ ‘현대문 독해’ 영역의 문항

[전국권1 7번]
원문(지문)의 내용에 근거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A. 손이양(孙诒让)이 ‘王’자를 해석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는 류악(刘鹗)의《철운장구(铁云藏龟)》
에 ‘王’자의 형태가 한 가지여서 비교 연구를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B. 나진옥(罗振玉) 이전의 사람들은 갑골문의 ‘王’자를 해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갑골문이 3천 년 전
은나라 왕실의 유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C. 갑골문, 금문을 보면 최초 군사 수령의 권리는 전장으로만 제한되었는데 호머 시대 희랍도 이와
같았고, 고대 중국도 이와 같았다.
D. 갑골문, 금문은 허신(许慎)과 거리가 멀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허신은 갑골문의 ‘王’자를 해석해
내는 것은 물론 ‘王’자의 자형도 정확히 해석했을 것이다.

중국 대학입학시험 문항 분석

30

지문
수능 행동 예상
문항 정답
내용
영역
번호
영역
정답률
분야(소재) 난이도
제1권
이(二)-7 D 언어(갑골문) 상 생략된 정보의 추론 추론적 사고 45%

㉠ 지문 내용 및 문항 배열
지문은 갑골문의 ‘왕(王)’ 자를 소재로 한, 언어학 분야의 글이다. ‘왕(王)’ 자의 형태나
상징적 의미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학설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글로서 일정한 수준의 난
도를 지니고 있다. 지문에 속한 문항은 내용의 사실적 이해를 다룬 문항, 문장의 의미
해석을 다룬 문항, 내용의 타당한 추론을 다룬 문항이 각각 1문항씩으로 모두 3개의 문
항이다. 3개의 문항 중에서 평가 요소가 ‘사실 확인’인 문항은 앞에, ‘내용 추론’인 문항
은 뒤에 배치하여 문항 배열의 계열성을 고려하였다. 문항 배열의 순서는 우리 수능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전체적인 문항 구성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3개 문항 모두 지문의
내용적인 측면만 평가 요소로 삼고 형식적인 측면은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
다. 수능에서는 지문에 속한 문항이 3개일 경우 한 문항 정도는 지문의 구성이나 논지
전개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 등을 평가 요소로 삼고 4개일 경우에는 어휘 문항을 추가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읽기 영역에서 수능은 문항 구성이 입체적인 데 비해 까오카오 어
문은 평면적인 경향이 있다.
㉡ 평가 목표 및 난이도
지문에서 문장 간, 정보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적절히 추론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
자 하는 문항이다. 두 개 이상의 정보를 조합하고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여 생략된 전제
나 가정을 추론하는 문항이라 지문 전체의 내용을 장악하지 못하면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된 전제에 대한 추론은 수능의 비문학 읽기
제재에서도 간혹 출제되는 문항 유형이다. 다만, 수능은 단일한 정보를 평가 요소로 삼
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이 문항은 지문 전반에 걸친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문두와 답지
문두는 간결하며 답지 배열은 지문의 정보 순서와 일치한다. 답지의 내용은 다양한
논리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가능성과 필연성, 부분과 전체의 오독, 또는 일반화
의 오류, 주객전도의 오류 등을 염두에 둔 진술로 보인다. 논리학의 이론적인 측면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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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되지 않는다면 우리 수능에서도 활용 가치가 높은 문항이다.
㉣ 문항 완성도와 참신성
적절한 난도를 확보하면서 고등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이다. 다만 답지의 정교함이 부족하거나 지문의 논리적인 정합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문항의 완성도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
⑤ ‘작문’ 영역의 문항

[전국권1 19번]
다음은 심양 ‘도서의 달’ 포스터이다. 포스터 구성 도안의 창의성을 설명하되 의미가 명료하고, 문
장이 어법에 맞도록 65자 이내로 쓰시오. (5점)

지문
문항
번호 정답 분야(소재) 난이도
예술(포스터의 상
제2권
육(六)-19 생략
의미)

내용 영역

수능 행동
영역

예상
정답률

매체 변용에 따른
내용 생성

창의적 사고

50%

㉠ 지문 내용 및 문항 배열
제시된 자료는 ‘심양(沈阳)’ 지역의 ‘도서의 달’ 포스터로 교육적인 가치가 크다. 포스
터에서 두 권의 펼친 책 모양은 활발한 독서 활동을 의미하고 책 사이의 검은 점은 독서
활동을 통한 개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두 권의 책이 만들어내는 ‘S’자형은
‘심양’이라는 지명의 영문 첫 글자를 뜻하고 가운데 점은 태양의 ‘양(阳)’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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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목표 및 난이도
시각 자료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해석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매체를 활용한 서술
형 문항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사고력을 동원하여 포스터 상의 그림 요
소와 문자 요소의 결합 의도를 추론해 내야 한다. 학생들이 포스터에서 펼친 책 모양의
상징적 의미는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듯하나 ‘S’자형과 ‘태양’의 형상을 ‘심양(沈
阳)’이라는 지역명과 결부시키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수능은 듣기․쓰
기 영역에서 인터넷 매체 요소를 활용하기도 하고 읽기 영역에서 그림 자료나 삽화 등
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포스터를 활용한 문항은 많지 않았다. 교육과정상 매체를 활용
한 교육 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수능에서도 다양한 매체 관련 문항을 적극 개발해
야 할 것이다.
㉢ 문두와 답지
문두에 많은 정보가 나열되어 있다. 제시된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 문제, 서술상의
유의 사항, 글자 수의 제한 등이 모두 문두에 포함되어 있다.
㉣ 문항 완성도와 참신성
글자 수의 제한이 있으므로 분량도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글의 내용과 문체 모두
평가의 대상이 된다. 모범 답안에서는 모두 네 가지 사항을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 내
용은 ‘독서’와 관련된 것이며 나머지 두 가지는 ‘심양’과 관련된 것이다. 문두에서 ‘포스
터 구성 도안의 창의성’을 설명하라고 요구하였으므로 도안의 상징성에 초점을 맞추되
‘심양’이라는 지명과 ‘독서 장려’ 또는 ‘책의 유용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좋은 점
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문항 분석 작업과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얻은 까오카오 어문 문항의 특성을
다섯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지문
• 지문의 편수는 수능에 비해 적은 편이다.
• 지문의 분량은 600～1300자(우리말로 1300～2500자)로 수능에 비해 긴 편이다.
• 지문의 내용 중 상당수가 중국의 전통 문화나 국가 이념의 우수성에 대한 자부
심과 관련된 내용이거나 교훈을 담은 내용으로 지문 내용의 교육적 가치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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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문 지문의 경우 수능에 비해 다양하지 않고 전문적이지 않다.
• 지문에 밑줄이나 기호가 부가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 지문의 난이도는 어려운 것에서 쉬운 것까지 다양하다.
• 고전의 경우 현대어로 풀이하지 않고 원문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 평가 목표 및 요소
• 지식, 이해, 분석종합, 표현응용, 감상평론 등 다양한 행동 유형을 평가하고 있다.
까오카오의 행동 유형은 수능의 행동 영역(어휘․어법,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
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과 분류 방식과 명칭 면에서 다르지만, ‘지식’을 제
외하면 결국 수능에서 다루는 평가 요소들을 모두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수능과는 달리 지식을 직접 묻는 문항들이 존재한다. 어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문학사적 지식, 문학 작품의 구체적인 어구에 대한 지식 등 평가되는 지식 자체
의 유형도 다양하다.
• 고전 원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역시 수능과 확연하게
다르다.
• 어휘․어법 관련 문항의 비중이 수능에 비해 매우 큰 편이다. 이는 다민족 국가인
중국의 특성상 표준화된 언어 사용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수능과는 달리 군데군데 평가 요소가 중첩되는 문항 간 간섭이 발견된다. 또한 한
문항에서 두 가지 행동 영역(예컨대 사실적 사고와 추론적 사고)을 모두 다루는
경우도 존재한다.
• 실제로 글쓰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실제적인 언어 능력을 측정하려고 한다.
• 창의성을 중시하여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창의적인 내용을 생성하는 능력
을 측정하려고 한다.
○ 문항 유형
• 모든 문항이 선다형인 수능과 달리 서답형 문항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배
점은 선다형보다 서답형의 비중이 크다. 서답형 문항의 유형 또한 단답형, 완성형,
논술형 등 다양한 편이다.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쓰는 문항의 경우 600～800자
(우리말로 1200～1600자) 정도이며 시험에서 가장 높은 배점(60/150점)을 차지하고
있다.
• 사실적 사고나 추론적 사고는 주로 선다형 문항으로, 비판적 사고나 창의적 사
고는 주로 서술형 문항을 통해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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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답형 문항은 크게 독해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과 작문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나뉘어 있다. 독해 능력을 측정할 때에는 답안 작성의 제한 조건이나 유의점을
제시하지 않은 반면, 작문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에는 비교적 자세하게 제시한다.
• 서답형 문항의 채점 기준을 자세히 밝히지 않는 편이다. 이는 채점자의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하며 채점 결과를 신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을 반증
한다.
• 선다형과 서답형 문항의 배열이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며, 문항 유형이나 문항의
수 및 비율도 지역 시험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띤다.
• 하나의 문두 아래 작은 문항들이 3개 안팎으로 딸린 형식도 있다.
• 수능과는 달리 <보기>와 같은 외부 자료를 제시하여 지문과 연관시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유형은 없다.
• 문항의 유형이 고착화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즉 매번 신유형의 문항을 출제하여
학생들의 창의력과 적응력을 측정하려고 한다.
○ 문두와 답지
• 지문의 특정 부분을 문두에서 언급할 때 지문에서 밑줄이나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부분을 직접 인용하므로 수능보다 문두가 긴 편이다.
• 선다형 문항의 경우 대부분 4개의 답지 중에서 1개의 정답지를 선택하게 하는
유형이지만 5개의 답지 중 2개의 정답지를 고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
• 답지는 지문에 노출된 내용 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나 그 밖에 지문 내용과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답지 배열 원칙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답지의 길이가 들
쭉날쭉하다.
• 답지의 층위가 일관되지 않고 다양한 경우가 많다.
○ 난이도
• 실제 학생들의 답안지를 채점하여 산출된 통계 자료를 구하지 못해서 실제 정답
률을 통해 난이도를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대신 수능과 중국어 모두 능통한 국어
교사 3인에게 예상 정답률을 산출하도록 의뢰하여 난이도를 분석하였다. 이 교
사들이 산출한 문항별 예상 정답률은 10～80%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 2003년과 2004년에 실시된 북경시의 까오카오 어문에서 수험생들의 평균 점수가
150점 만점에 각각 90.1점과 93.4점으로 나타난 것(北京考試院, 2004)으로 볼 때,
우리 수능의 평균 점수(100점 만점에 60～63점)와 비슷한 난이도를 가진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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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하지만 120점(수능의 경우 80점)이상 받은 학생이 전체 수험생의 1.2～
2.2%에 불과한 점은 우리 수능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이것은 논술을 포함한
서답형 문항의 영향으로 고득점이 어렵기 때문이다.
• 명시적인 지식을 묻는 문항부터 종합적인 감상 능력이나 창의적인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까지 다양한 수준의 행동 유형을 평가하고 있으며, 선다형과 함께 다
양한 서답형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문항의 난이도가 다양하게 분포되도록 하고 있다.
• 고전 원문을 해독하도록 하는 문항이나 고전 원문의 특정 어구를 암기하여 쓰도록
하는 문항은 그러한 시험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 학생들 입장에서는 매우 어
려운 수준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어려서부터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는 그리 어렵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
2

수리 영역

가. 시험 구성 및 특징

까오카오에서 수학은 어문, 외국어와 함께 까오카오에 지원하는 모든 학생이 필수적
으로 치르는 과목이다. 수학 시험은 까오카오 첫째 날 오후에 120분 동안 실시된다. 까
오카오에서 수학은 중국의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 맞추어 문과 시험과 이과 시험으
로 구분되어 출제된다. 중국에서 문과는 인문 계열, 사회 계열, 법학 계열 등의 학과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교육과정이고, 이과는 경상 계열, 공학 계열, 의학 계열,
농학 계열 등의 학과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교육과정이다. 중국에서는 경상
계열이 이과에 포함된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1) 출제의 기본 원칙

까오카오 요강에서는 까오카오 수학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기초 지식을 측정함과 동시에 수학(修學)능력을 측정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원칙에 의
거하여 수학(修學) 능력으로써 명제를 구상하게 하는 것으로 큰 틀을 잡았으며, 지식과 능력
및 소질을 하나로 융화시켜 수험생의 수학적 소양을 다면적으로 측정하도록 한다. 수학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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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수학이 주요 기초 과목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수험생
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기초 지식과 기본 기능에 대한 습득 정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험생이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잠재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까오카오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고 대학에서 수학
(修學)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수능과 유사하다. 까오카오에서
보는 수학적 지식은 중국 수학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필수 교육과정과 선수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수학적 개념, 성질, 법칙, 공식, 명제, 정리, 이 내용이 반영된 수학적 사고법, 일
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 연산하고 수치를 처리하고, 도표를 제작하는 등의 기본 기능을
포함한다.
2009년 까오카오 수학 출제의 기본 원칙은 까오카오 요강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첫째, 수학 기초 지식에 대한 측정은 학교수학의 근본이 되는 중점적인 내용이 비교
적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 특히, 수학 과목의 내재적 연계와 지식의 종합적 성격을
중시하여야 하며 지식의 피상적인 부분을 쫓아서는 안 된다. 수학 과목의 전반적인 수준
을 살펴 문제를 고려하고 지식 네트워크상의 교차점에서 문제를 설계하여 수학의 기초
지식에 대한 평가가 일정 수준의 깊이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수학적 사고 방법에 대한 측정은 수학적 지식에 대한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측정이다. 측정 시에는 반드시 수학적 지식과 결합시켜 수험생의
수학적 사고의 수준을 측량하여야 한다.
셋째, 수학적 능력에 대한 측정은 수학적 지식을 수단으로 삼아 수학 문항을 통해 수
학이라는 교과목의 총체적인 의의를 파악하는 것이다. 통일된 수학적 관점으로써 자료를
조직하고 지식에 대한 이해와 응용, 특히 종합적이며 융통성 있는 응용을 중시하여 구현
한다. 이를 통해 수험생이 지식을 각각의 다른 상황 속에 적용 시키는 능력을 측정하며
수험생 개인의 이성적 사유의 폭과 깊이, 나아가 학습에 대한 잠재 능력을 측량한다. 능
력에 대한 측정은 전반에 걸쳐 진행되어야 하며 ‘종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강
조되어야 하고 학생의 실제에 충분히 부합하여야 한다. 추리 논증 능력과 추상 개괄 능
력에 대한 측정은 문제 전반에 일관되게 녹아 있어야 하는 측정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고 과학성과 정확성, 그리고 추상적 성격이 강조된다. 공간상상 능력에 대한 측정은 언
어 문자와 기호 및 도형 간의 상호 전이에서 주로 구현된다. 연산 해결 능력에 대한 측
정은 주로 계산법과 추리력 측정으로 할 수 있으며 측정내용은 주로 대수(代數) 연산이
다. 수치 처리 능력에 대한 측정은 확률 통계의 기본 방법과 개념을 응용하여 실제적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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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응용적 사고에 대한 측정은 응용문제를 해결하는 형식을 주로 사용한다. 출제할
때에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배경은 공평하게 하고 난이도를 일정 수준으로 제
한한다.”라는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문제를 구상함에 있어서 중등학교 수학의 실제 교수
학습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의 연령의 특징과 실전경험을 고려하여 수학 응
용문제의 난이도는 수험생의 수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창의적 사고에 대한 측정은 고차원적인 이성적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참신한 문제를 만들고 일정 수준의 깊이와 폭을 갖춘 수학 문제를 만들어야 한다. 문제의
다양화를 중시하고 확산적 사고를 구현하는 문제, 수학적 소양을 묻는 문제를 만들어야
한다. 수와 형태 운동 변화를 반영하는 문제와 연구형, 탐색형, 개방형 등의 유형의 문제
역시 출제하여야 한다.
까오카오 요강에 의하면 까오카오를 보는 학생들은 수학적 지식에 대하여 다음 3가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인식(앎) : 제시된 지식의 함의와 상관된 배경에 대하여 초보적이고 직관적인 인
식을 하며 또한 이 지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관련이 있는 문제 속에서 그
것을 식별해내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 이해(파악) : 제시된 지식 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깊이 있는 이론적 인식을 하며,
해석, 사례 제시나 변형, 추론을 할 수 있고 지식을 이용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이다.
• 융통성 있고 종합적인 운용 : 지식들 간의 내재적 연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식들을 운용하여 비교적 복잡하거나 종합적 성격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나라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까오카오 수학에서는 지식, 이해력, 문제해결력
(응용)을 평가하고자 한다고 할 수 있다. 수능에서도 이해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는
문항은 출제된다. 그러나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은 과거 학력고사에서는 출제되었지만 수
능 수리 영역은 수학적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은 출제되지 않는다.
수학적 사고 능력(방법)과 관련하여 까오카오 수학에서는 사유 능력, 연산 능력, 공간
상상 능력, 실천 능력, 창의적 사고를 요구한다. 사유 능력은 “문제나 자료에 대하여 관
찰, 비교, 분석, 종합, 추상과 개괄을 할 수 있고, 유비, 귀납, 연역을 사용하여 추리를
할 수 있는 능력,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다. 까오카오 요강에서는
수학이 사유의 과학이므로 사유 능력은 수학 능력의 핵심이 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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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곧 까오카오도 수학적 지식 그 자체보다는 수학적 사고력을 중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학에서 요구하는 사유 능력은 수학적 지식을 재료로 삼아서 공간상상과 직
관적 추측을 하는 것, 귀납 추상, 기호를 사용한 표현, 연산, 연역 증명, 모형 구상 등
여러 방면을 통하여 외부 사물의 공간 형식, 수량 관계, 수학 모형에 대하여 사고와 판
단을 해나가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성적 사유 능력을 형성하고 키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산 능력은 법칙과 공식에 의거하여 정확한 연산을 하고 변형 및 수치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문제의 조건과 목표에 의거하여 합리적이고 간단명료한 연산
과정을 찾아 설계할 수 있어야 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치를 예측하고 근사치를 추측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적인 연산 기능을 넘어서는 것으로, 사유 능력이
연산 기능에 결합된 것이다. 연산은 숫자에 대한 계산과 값 예측 및 근사치 계산, 여러
식의 변형과 분해, 기하 도형에 대한 기하량의 계산과 해 구하기 등이 포함되지만, 연산
능력은 연산 조건을 분석하고 연산 방향을 탐구하며, 연산 공식을 선택하고 연산 순서를
확정하는 등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발현되는 사유능력을 포함한다. 또한, 연산을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장애를 만나게 되었을 때 연산을 조정하는 능력과 연산을 실시하고 계산하
는 기능을 포함한다.
공간상상 능력은 조건에 의거하여 정확한 도형을 만들어낼 수 있고, 도형에 근거하여
직관적 형상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도형의 기본 요소 및 그들 간의 상호 관
계를 정확히 분석해낼 수 있고, 도형을 분해, 조합, 변환할 수 있으며, 도형과 도표 등
각종 수단을 이용하여 문제의 본질을 이미지로 구체화, 형상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
다. 바꾸어 말하면 공간상상 능력은 공간 형식에 대해 관찰하고 분석하고 추상화하는 능
력이다. 이 능력은 ‘도형 식별’, ‘도형 설계’, ‘도형에 대한 상상 능력’으로 주로 발현된다.
‘도형 식별’은 주어진 도형의 기하적 요소들의 관계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을 말하며,
‘도형 설계’는 문자 언어와 기호 언어를 도형의 언어로 바꾸고, 새로운 도형을 첨가하거
나 도형을 다양하게 변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도형에 대한 상상 능력’은 도안을 놓고 도
형을 상상하는 것과 도안 없이 도형을 상상하는 것 모두를 포함하며, 이는 공간상상 능
력의 고차원적인 지표이다.
실천 능력은 학습한 수학적 지식, 사고, 방법을 종합적으로 응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것은 관련 과목과 생산 및 생활 중의 간단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에 진술된 자료를 이해할 수 있고, 제공된 정보 자
료에 대하여 귀납, 정리, 분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실제적 문제를 수학적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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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화하고 수학적 모형을 세울 수 있어야 하고, 관련 있는 수학적 방법을 응용하여 문
제를 해결하고 증명하며 수학적 언어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실천 능력은 객관적 사물을 수학화하는 능력으로, 실제적 맥락에서
관련된 수랑 관계를 추출하고 수학적 모형을 구상하며 실제적 문제를 수학적 문제로 바
꾸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창의적 사고는 새로운 정보와 상황 및 질문에 대하여 효과적인 방법과 수단을 선택하
여 정보를 분석하고, 학습한 수학적 지식, 사상, 방법을 종합적이고 융통성 있게 응용하
여 독립적인 사고와 탐색 및 연구를 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수능에서 수리 영역은 행동 영역을 계산, 이해, 추론, 문제해결 능력으로 구
분하고, 추론 능력은 발견적 추론 능력과 연역적 추론 능력으로, 문제해결 능력은 수학
내적 문제해결 능력과 수학 외적 문제해결 능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재학, 조승제, 박
선화, 박혜숙(2004)은 중국의 수학적 사고 방법의 구분이 수능의 행동 영역과 상당히 유
사하다고 보았다. 사유 능력으로 규정된 부분은 추론에 해당하며, 실천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는 문제해결에 해당한다. 다만, 공간상상 능력이 별도의 수학적 능력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구분과 다르다. 수능의 경우, 기하와 관련된 공간상상 능력은 대
체로 이해 능력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연산 능력은 일견 수능 행동 영역의 계산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수능에서 계산 능력은 공식, 법칙을 이용한 간단한
계산을 의미한다. 까오카오의 연산 능력은 단순 계산을 넘어 이해 능력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출제 원칙을 바탕으로 까오카오 수학에서는 수학 기초 지식을 측정하며
수학적 사고와 방법, 수학적 능력의 측정을 중시하고 수학의 과학적 가치와 인문적 가치
를 펼쳐 보이도록 한다. 동시에 기초적이면서 포괄적이고 현실적 성격을 갖는 문항을 출
제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문항들 간의 순차적 단계를 중시하고 전체적 수준을 합리적으
로 조정하고 다각도 다단계의 측정 방식을 견지하여 수학적 소양에 대한 요구를 전면적
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출제 범위

중국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수능에서 평가하는 내용 영역과 까오카
오에서 평가하는 내용 영역을 일대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를테면 함수의 경우, 우리
나라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함수의 일반적인 것들을 다루고 수학Ⅰ에서는 지수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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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로그함수를 다루며, 심화선택 ‘미분과 적분’에서는 삼각함수와 초월함수를 다룬다. 이
에 비해 까오카오 요강에서 제시한 ‘함수’ 영역에는 함수의 일반적인 내용과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모두 들어간다. 또한 ‘삼각함수’도 까오카오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루는 내용과 심화 선택과목인 ‘미분과 적분’에서 다루는 내용 모두를 포함한다. 이
와 같은 차이를 감안하여도 까오카오의 출제 범위와 수능 수리 영역의 출제 범위를 비
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2009년 까오카오 요강에 명시된 전국권 시험의 내
용 영역을 수능 수리 영역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표 Ⅱ-3>과 같다. 여기서 까오카오 문
과 수학 시험은 수능 수리 영역 ‘나’형, 이과 수학 시험은 ‘가’형과 비교한다. 내용 영역
은 까오카오 요강에 제시된 내용 영역을 기준으로 하되, 수능에서는 출제되지만 까오카
오에서는 출제되지 않는 내용 영역은 수능을 기준으로 한다. 수리 영역 ‘가’형의 선택과
목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미분과 적분’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내용은 분석에서 제외한다.
<표 Ⅱ-3> 2009년 까오카오 수학의 내용 영역
내용 영역
평면벡터
집합, 간단한 논리
함수
부등식
삼각함수
수열
직선과 원의 방정식
원추곡선의 방정식
직선, 평면, 간단한 기하
순열, 조합, 이항정리
확률
통계
수학적 귀납법, 극한과 연속성
도함수
수 체계의 확장
행렬12)
수열의 극한
적분법

까오카오
○
○
○
○
○
○
○
○
○
○
○
△
×
○
×
×
×
×

문과
수리 ‘나’형
×
▽10)
△11)
×
▽
○
▽
×
×
○
○
○
△
×
▽
○
○
×

까오카오
○
○
○
○
○
○
○
○
○
○
○
○
○
○
○
×
×
×

이과
수리 ‘가’형
○
▽
△
△
○
○
▽
○
△
○
○
○
○
○
▽
○
○
○

10) ‘표’에서 ‘▽’의 의미는 수능에서 간접 출제되는 것이다.
11) ‘표’에서 ‘△’의 의미는 단원의 일부만 포함되는 것이다.
12) 행렬은 전국권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지만, 다른 지역 시험에서는 출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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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에서 볼 수 있듯이 수능 수리 ‘가’형과 까오카오 이과 수학에서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내용은 평면벡터, 함수, 부등식, 삼각함수, 수열, 원추곡선의 방정식, 입체 기하,
순열, 조합, 이항정리, 확률, 통계, 수학적 귀납법,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 도함수이다. 집합,
간단한 논리, 직선과 원의 방정식, 평면 기하, 수체계의 확장은 고등학교 1학년 또는 중학
교 내용이므로 수능에는 간접적으로 출제될 뿐 직접 출제되지는 않는다. 수리 ‘가’형에서
출제되지만 까오카오 이과 수학에서 출제되지 않는 내용은 행렬, 수열의 극한, 적분법이다.
수리 ‘나’형과 비교해 보면 수열, 순열, 조합, 이항정리, 확률, 통계는 수리 ‘나’형과 까오카
오에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내용이다. 수리 ‘나’형에 출제되지 않는 내용은 평면 벡터, 집합,
간단한 논리, 함수, 부등식, 삼각함수, 직선과 원의 방정식, 원추곡선의 방정식, 직선, 평면,
간단한 기하, 도함수이다. 이 내용의 일부는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내용이기 때문에 간접
출제되지만 대부분의 내용을 우리나라 문과 학생들은 배우지 않는다. 수능 수리 ‘나’형에
출제되지만 까오카오에는 출제되지 않는 내용은 행렬, 수열의 극한, 수학적 귀납법 뿐이다.
까오카오의 특징은 문과 시험과 이과 시험에서 출제되는 내용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문과 수학에서 출제되지 않는 내용은 수학적 귀납법, 극한과 연속성, 수 체
계의 확장 부분이다. 통계는 문과에서 이과 내용의 일부만 출제되는데, 모집단의 분포와
표본 분포의 관계, 추출만 문과에서 출제 대상으로 하고, 이과는 이산확률분포, 정규 분
포, 단순 선형 회귀 방법 등이 더 추가된다. 문과 시험과 이과 시험의 출제 내용이 크게
차이 나지 않음에 따라 문과 시험과 이과 시험의 공통 문항도 많이 출제 된다. 2009년도
까오카오 수학에서 출제된 문과 시험과 이과 시험의 공통 문항 수는 <표 Ⅱ-4>와 같다.
<표 Ⅱ-4> 2009년 까오카오 수학의 문․이과 공통 문항 수
전국권1
전국권2

선택형
공통 문항 전체
8
12
7
12

단답형
공통 문항 전체
2+113)
4
2
4

서술형
공통 문항 전체
3+1
6
4
6

<표 Ⅱ-4>에서 볼 수 있듯이 까오카오에서는 전체의 60% 이상이 문과 시험과 이과
시험의 공통 문항으로 출제되고 있다. 공통 문항의 문항 번호는 우리나라 수능에서는 같
은 번호가 부여되지만, 까오카오의 문과 시험과 이과 시험에서는 다르게 부여되기도 한
다. 공통 문항 중에는 대부분의 내용 요소가 같지만 문과 시험과 이과 시험을 약간 달리
하여 출제되는 것이 있다.
13) 여기서 ‘2+1’은 2문항은 문과 시험과 이과 시험이 완전히 동일하게 출제되었고 1문항은 약간만 다
르게 출제된 경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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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지 구성

까오카오 수학 문항은 선택형, 단답형, 서술형 등 3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답
형과 서술형 문항의 답은 별도의 답지에 학생이 답과 풀이 과정을 직접 기재하도록 되
어 있다. 시험지는 제1, 제2시험지로 구분되며, 까오카오 전국권 시험지의 경우 제1시험
지는 선택형, 제2시험지는 단답형, 서술형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학에서 선택형 문
항은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4지선다형으로 출제되지만, 5개 답지 중 여러 개의 답을
선택하도록 하는 5지선다형으로 출제되기도 한다.14) 이 때 5지선다형 문항은 단답형으
로 출제되어 옳은 답을 모두 답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나. 문항 분석
(1) 문항 분석의 방법과 절차

우리나라 수능 수리 영역과 중국 까오카오 수학 과목의 문항을 비교․분석하기 위하
여, 2009년도 전국권1과 전국권2 이과 수학과 문과 수학 시험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하
여 2010년 8월 한 차례의 전문가 협의회를 거쳤다. 전문가 협의회 참석자는 수능 출제에
수차례 참여한 수학 각 분야의 대학 교수이고, 그 중 2명은 모의평가 및 수능 수리 영역
교수 기획위원으로도 참여한 경력이 있다. 전문가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은 먼저 까오카
오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가정 형편 및 기타 사
정상 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인
구가 고등학교 졸업 인구에 비해 적다는 것,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매우 낙후되어 있
다는 것, 국가 범위가 매우 크며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거
의 모든 고3 졸업 예정자가 응시하는 수능과는 성격이 다름을 염두에 두고 시사점을 이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까오카오 문항 자체의 성격은 우리나라 과거 학력고사 시험과
본고사 시험을 혼합하여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항 분석은 먼저, 전국권1과 전국권2의 각 문항별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을 분류하
고, 각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에서 출제된 문항 수를 분석하며 출제 비중을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수능 수리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수능 수리 영역의 행
동 영역을 기준으로 계산, 이해, 추론, 문제해결 영역에 해당하는 까오카오 수학 문항의
사례를 수능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까오카오 수학 문항의 특징을 도출해
냈다. 까오카오 수학 문항은 문항별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이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항의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의 분류는 본 연구자의 관점을 따른다. 까오카오 요강에
14) 이 사례는 뒤에서 분석하는 문항(전국권1 문과 16번)에서 다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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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의 용어는
까오카오 요강의 용어를 사용한다.
(2) 문항 분석 결과

① 내용 영역․행동 영역 분석

전국권1 이과 시험과 문과 시험의 문항별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을 분석한 결과는 각각
<표 Ⅱ-5>, <표 Ⅱ-6>과 같고, 전국권2 이과 시험과 문과 시험 문항을 분석한 결과는
각각 <표 Ⅱ-7>, <표 Ⅱ-8>과 같다. 표 안의 숫자는 문항 수를 의미하고, 여기서 하위
문항 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하위 문항이 있는 서술형 문항의 경우 여러 행동 영역을 평
가하고 있으며, 하위 문항을 포함하지 않는 문항 중에서도 한 가지 이상의 행동 영역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출제자의 의도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능
수리 영역의 관례를 따라 문항별로 가장 평가 요소가 큰 행동 영역 하나만 택하기로 한다.
<표 Ⅱ-5> 2009년 까오카오 전국권1 이과 수학 내용 영역․행동 영역 분석
행동 영역 사유
능력

연산
능력
1

공간상상 실천
능력 능력

창의적
사고

계
평면벡터
1
집합, 간단한 논리
1
1
함수
1
1
부등식
1
1
삼각함수
2
1
3
수열
1
1
2
직선과 원의 방정식
0
원추곡선의 방정식
3
3
직선, 평면, 간단한 기하
4
4
순열, 조합, 이항정리
1
1
2
확률
0
통계
115)
1
수학적 귀납법, 극한과 연속성
0
도함수
2
2
수 체계의 확장
1
1
계
10
6
4
2
0
22
15) 전국권1 통계 문항은 서술형 문항으로 출제되었고 2개의 하위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⑴은
확률만을 묻고 있고 ⑵에서 이산확률분포표와 기댓값을 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이
과에서는 통계 문항으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이 문항의 ⑴은 문과와 동일한 문항이다. 문과에서는
⑵에서도 확률만 묻고 있다. 따라서 문과 수학에서는 확률 문항으로 분류하였다.
내용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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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에서 볼 수 있듯이 까오카오 수학은 대체로 모든 단원에서 출제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까오카오 이과시험의 경우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 수학적 귀납법, 극한과
연속성에서 출제되지 않았다. 확률의 경우는 서술형 문항의 하위 문항으로 한 문항 출제
되었으나 다른 하위 문항에서 통계적 요소를 묻고 있고, 그 내용의 비중이 더 강하여 통
계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전반적으로 기하, 원추곡선, 삼각함수에서 각각 4문항, 3문항, 3
문항 출제되어 다른 내용 영역에 비해 많이 출제되었다. 행동 영역은 사유 능력을 묻는
문항이 10문항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 연산 능력, 공간상상 능력, 실천 능력을 평가
하는 문항이 각각 6문항, 4문항, 2문항 출제되었다. 각 내용 영역에 따라 특정 행동 영역
으로 편중되는 경향은 각 내용 영역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창의적 사고를
평가하는 문항은 문제지 전반에 걸쳐서 다른 요소들과 함께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Ⅱ-6> 2009년 까오카오 전국권1 문과 수학 내용 영역․행동 영역 분석
내용 영역

행동 영역 사유
능력

평면벡터
집합, 간단한 논리
함수
부등식
삼각함수
수열
직선과 원의 방정식
원추곡선의 방정식
직선, 평면, 간단한 기하
순열, 조합, 이항정리
확률
통계
도함수
계

1
1
1
3

연산
능력
1

창의적
사고

1
1
3
2
1

1
7

공간상상 실천
능력 능력

9

4

4

1
1
2

0

계
1
1
1
1
4
2
1
3
4
2
1
0
1
22

<표 Ⅱ-6>에서 보면 까오카오 문과 수학 시험 역시 모든 단원에서 출제되고 있지만,
2009년 시험에서는 통계 단원에서 출제되지 않았다. 이과 시험과 마찬가지로 기하, 삼각함수,
원추곡선의 방정식에서 각각 4문항, 4문항, 3문항 출제되어 다른 내용 영역보다 출제 비율이
높다. 행동 영역은 연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9문항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 사유
능력, 공간상상 능력, 실천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각각 7문항, 4문항, 2문항 출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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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과 <표 Ⅱ-8>을 보면 전국권2 시험에서도 전국권1 시험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전국권2 이과 수학 시험의 경우 <표 Ⅱ-7>에서 볼 수 있듯이 기하
에서 4문항 출제되어 가장 출제 비율이 높았고, 삼각함수와 원추곡선의 방정식에서 각각
3문항씩 출제되었다. 집합, 간단한 논리, 수학적 귀납법, 극한과 연속성에서는 출제되지
않았다. 통계의 경우는 서술형 문항의 하위 문항으로 출제되었지만 그 문항의 하위 문항
이 3개이고 확률에서 2문항 출제되어 확률 문항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전국권1
시험과 유사하다.
행동 영역의 경우는 사유 능력과 연산 능력에서 각각 8문항씩 출제되었고, 공간상상
능력에서는 4문항, 실천 능력에서 2문항 출제되었다. 사유 능력과 연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점에 따라 한 문항에 대해 사유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연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라고도 볼 수 있다. 두
영역을 함께 보면 전국권1과 전국권2 시험 모두 두 영역에서 22문항 중 16문항이 출제
되어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창의적 사고는 전국권1과 마찬가지로 특정
문항이 아닌 시험 전반에 걸쳐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Ⅱ-7> 2009년 까오카오 전국권2 이과 수학 내용 영역․행동 영역 분석
행동 영역 사유 연산 공간상상 실천 창의적 계
내용 영역
능력 능력
능력 능력 사고
평면벡터
1
1
집합, 간단한 논리
0
함수
1
1
부등식
1
1
삼각함수
1
2
3
수열
1
1
2
직선과 원의 방정식
1
1
원추곡선의 방정식
3
3
직선, 평면, 간단한 기하
4
4
순열, 조합, 이항정리
1
1
2
확률
116)
1
통계
0
수학적 귀납법, 극한과 연속성
0
도함수
1
1
2
수 체계의 확장
1
1
계
8
8
4
2
0
22
16) 이 문항의 경우는 전국권1과 마찬가지로 서술형 문항으로 출제되었고, 한 서술형 문항에서 하위
문항으로 나누어 2문항은 확률, 1문항은 통계 내용을 평가하고 있다. 이 서술형 문항에 대해 2개의
하위 문항이 확률을 묻고 있고, 확률의 비중이 더 크므로 이 문항은 확률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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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권2 문과 수학 시험에서는 <표 Ⅱ-8>에서 볼 수 있듯이 기하에서 4문항, 삼각함
수와 함수에서 각각 3문항씩 출제되었다. 그리고 부등식 단원과 통계 단원을 제외한 모
든 단원에서 1문항 이상씩 출제되었다. 행동 영역은 사유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9문항
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 연산 능력 7문항, 공간상상 능력 4문항, 실천 능력 2문항이
출제되었다. 이과 시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과 시험도 사유 능력과 연산 능력을 평가
하는 문항을 함께 보면 전국권1 시험과 전국권2 시험 모두 이 두 영역에서 총 22문항
중 16문항이 출제되어 전체의 70% 이상이 출제되고 있다.
<표 Ⅱ-8> 2009년 까오카오 전국권2 문과 수학 내용 영역․행동 영역 분석
내용 영역

행동 영역 사유
능력

평면벡터
집합, 간단한 논리
함수
부등식
삼각함수
수열
직선과 원의 방정식
원추곡선의 방정식
직선, 평면, 간단한 기하
순열, 조합, 이항정리
확률
통계
도함수
계

1
2
1
2
2

연산
능력
1

창의적
사고

1
2
2
1

1
9

공간상상 실천
능력 능력

7

4

4

1
1
2

0

계
1
1
3
0
3
2
2
2
4
2
1
0
1
22

이상에서 보면 2009년 까오카오 수학에서는 직선, 평면, 간단한 기하와 원추곡선의 방
정식, 삼각함수에서 주로 많이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행동 영역으로는 사유 능력과
연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많이 출제되었다.
사유 능력과 연산 능력은 수능 수리 영역의 행동 영역 분류에서는 계산 또는 이해 영
역에 해당한다. 특히 까오카오에서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공간상상 능력을 평가하는 문
항은 수능의 관점에서는 이해 능력 또는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라고 판단되는 문
항이 주를 이루므로 까오카오에서는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가장 많이 출제된다
고 할 수 있다.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의 비중이 높은 것은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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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수학의 학문적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행동 영역과 관련하여 까오카오에서는 사유 능력으로 분류하는 문항 중에 수능의 관
점으로는 추론 문항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 수능에서는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수
열에서 발견적 추론을 평가하는 문항 외에는 주로 합답형이나 완성형 문항으로 출제된
다. 까오카오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태보다는 주로 서술형 증명 문항으로 출제된다.
그리고 발견적 추론보다는 연역적 추론을 주로 평가한다. 수열 문항도 까오카오에서는
대부분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의 일반항, 합을 구하는 것 또는 점화 관계를 이용하여 일
반항이나 합을 구하는 문항의 형식, 즉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출제되고, 수능
에서처럼 1항, 2항, 3항 등을 차례로 구하여 패턴을 발견하도록 하는 발견적 추론 문항
은 출제되지 않는다. 문제해결 능력에 대해서는 수능의 관점으로 수학 외적 문제해결 능
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1～2문항 출제되었고, 여러 단원의 내용을 복합적으로 평가하는
수학 내적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도 1～2문항 출제되고 있다.
② 문항 사례 분석

다음에서는 구체적인 문항의 사례를 분석하겠다. 각국의 대입 시험은 그 나라의 고등
학교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고 출제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중국과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은 상당히 다르다. 특히 문과에서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배우는 수학
의 양도 많고 수준도 높다. 따라서 중국 문항의 사례를 내용 영역별로 분석하기보다는
행동 영역별로 분석하는 것이 더 유용하리라고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수능 행동 영역을
기준으로 계산, 이해, 추론,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을 각각 살펴보면서 수능 문
항과 비교․분석하겠다.
중국 까오카오 수학시험에서 계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전국권1 이과 2번]


    이면 복소수  


      

    

[전국권2 문과 1번]
sin  의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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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항은 간단한 계산으로 답을 구할 수 있는 쉬운 문항이다. 이과 2번 문항의 경우,

             이므로      이다. 이 경우 
 와  의 실수 부분은 같은
값이므로 실수 부분만 계산하여도 답을 구할 수 있다. 문과 1번 문항의 경우는


   ×    이므로 sin   이다. 이 문항 역시  의 일의 자리

수가  이므로 sin 와 관련됨을 추측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또는   를 선택할
수 있다. 까오카오 요강의 행동 영역 분류에 따르면 이 문항은 모두 연산 능력을 평가하
는 문항에 해당한다. 이 문항과 같이 간단한 계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은 수능에서도 5
지선다형 또는 단답형 문항으로 시험 앞부분에 출제된다. 중국 까오카오 역시 4지선택형
또는 단답형 문항에서 이와 같은 계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출제되고, 문항 배열 역
시 주로 앞부분에 배열된다.
다음은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항의 예이다.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은 까오카오에서 4지선택형, 단답형, 서술형, 즉 모든 형태의 문항으로 출
제되고, 까오카오 요강에 제시된 수학적 사고 능력 분류로는 사유 능력, 연산 능력, 공간
상상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주로 해당된다. 다음 예시문항은 공간상상 능력을 평가하
는 문항이다.
[전국권1 이과 7번 - 문과 9번]
삼각기둥 ABC  A B C 의 옆 모서리와 밑면의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을 때，A 이 밑면 ABC 위
에 정사영되는 점이 변 BC 의 중점이다. 이면 직선 AB 와 CC 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은?






(A) 
(B)
(C)
(D) 















이 문항은 문과와 이과 공통으로 출제되었지만 문항 번호는 이과 시험지와 문과 시험
지에서 다르게 부여되어 있다. 행동 영역의 관점에서 보면 수능에서 출제되는 이해 문항
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문항에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기울어진 삼각기둥을
그리고, 정사영의 정의와 피타고라스의 정리, 코사인 정리를 이용하면 해결된다. 중국 교
육과정에서는 이 문항과 같은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리인 ‘三角余弦定理’를 배
우기 때문에 중국 학생들에게 이 문항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각기둥과 원기둥
은 옆면의 모서리가 밑면과 수직인 경우만 다루는데, 이 문항은 기울어진 삼각기둥에 관
한 문항이다. 이 문항이 이과 시험과 문과 시험에서 공통으로 출제되었음은 곧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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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수학 교육과정에서 기하 영역이 우리나라 자연계열에서 다루는 수준보다 훨씬 높
음을 의미한다.
다음은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수능에서 추론 능력은 발견적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수열 문항을 제외하고는 주로 완성형 문항이나 합답형 문항으로 출제된다. 그
러나 다음 문항에서 볼 수 있듯이 까오카오 수학에서는 완성형 문항이나 합답형 문항은
출제되지 않고, 직접 증명하거나 풀이 과정을 서술하는 문항으로 출제된다.
[전국권1 이과 18번 - 문과 19번]
그림과 같이, 사각뿔 S ABCD 에서 밑면 ABCD 는 직사각형이고, SD ⊥□ ABCD ，
AD  
 , 
DC  
SD  이다. 점 M 이 모서리 SC 위에 있고, ∠ABM  
일 때,
⑴ 증명하시오： M 은 모서리 SC 의 중점이다.
⑵ 이면각 S  AM  B 의 크기를 구하시오.

앞의 내용 영역 분석에서도 보았듯이 까오카오에서는 기하 영역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서술형에서 위와 같은 기하 증명 문항이 한 문항 이상 꼭 출제된다. 우리나라
수능에서는 기하 증명 문항이 서술형뿐 아니라, 완성형 문항으로도 출제되지 않는다. 완
성형 문항은 대체로 수리 ‘가’형과 ‘나’형 공통으로 출제되는데, 수리 ‘나’형의 출제 범위
인 수학Ⅰ에서는 기하 내용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수학Ⅰ에서는 수학의 여러 분야 중
대수 분야와 확률․통계 분야가 주를 이룬다. 해석 분야는 조금 다루고, 기하 분야는 고
등학교 1학년 때 배운 해석 기하 내용이 간접적으로 출제될 뿐, 거의 다루지 않는다. 기
하의 여러 분야 중 논증 기하의 주를 이루는 것이 공간 개념과 연역적 추론임을 고려할
때, 이 분야가 서술형뿐 아니라 완성형으로도 출제되지 않는 우리나라 수능의 연역적 추
론 문항은 다소 편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수능 수리 ‘가’형에서 기하 증명 문제
를 출제하는 방향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까오카오 수학에서는 기하 이외의 내용에서도 서술형 증명 문항이 출제된다. 다음 문
항이 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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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권2 이과 22번]
함수     ln    가 두 점    (   )에서 극값을 가질 때,
⑴  의 값의 범위를 구하고,  의 단조성을 논하시오.
  ln
⑵   
임을 증명하시오.











[전국권2 문과 21번]
함수            이고    일 때,
⑴  의 단조성을 논하시오.
⑵  ≥  인 모든  에 대하여    이기 위한  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 문항은 함수의 그래프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 영역에 속한다. 이 문항에서 ‘단조성’
은 우리나라 용어로 말하면 증가, 감소 등과 같은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설명을 의미한
  ln
다. 이과 문항에서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린 후 이 함수의 최솟값이 
보

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과 21번에서도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고,
 ≥  일 때 함수의 최솟값이 양수임을 증명하면 된다. 이과 시험과 문과 시험의 ⑴에서
모두 함수의 단조성에 대하여 논하라고 한 것은 ⑵를 위하여 먼저 함수의 그래프를 그
리도록 유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문항의 내용 영역은 수능 수리 ‘가’형의 출제 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수능에서는 이
와 같은 형태의 문항은 출제할 수 없다. 먼저, 이 문항은 단답형 문항으로 출제가 불가
능하다. 특히 부등식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 학생들이 더 큰 범위의 답을 제시할 수 있
어서 단답형에서는 가능한 한 출제를 피한다. 5지선다형 문항 중에서 정답형으로 출제할
경우, 수능에서는 하위 문항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한 가지만 물어야 한다. 여기서는 a
의 범위를 구하도록 할 수 있다. 합답형으로 출제하면 이 문항의 ⑴과 ⑵를 다 물을 수
있으나, ‘가’형에서 합답형으로 출제하기에는 평가 요소가 너무 단순하다. 수능에서는 함
수의 그래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항이 출제된다.
<2009학년도 9월 모의평가 ‘가’형 10번>
함수       ≧ 에 대하여 함수  를
      
라 하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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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ㄱ.  는 구간  에서 증가한다.
ㄴ.  는    에서 미분가능하다.
ㄷ. 방정식    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가 존재한다.
①ㄴ
②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수능에서는 주어진 함수를 이용하여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고, 그 함수의 증가, 미분가
능성, 직선과 만나는 점 등에 대하여 묻고 있다. 중국 문항에서는 함수가 식으로 주어지
고, 그 함수에 있는 문자의 변화에 따른 그래프의 변화를 묻고 있지만 수능에서는 아예
다른 함수를 정의하고, 새롭게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의 특성을 묻고 있다. 따라서 수능
문항이 좀 더 복합적인 사고력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문항에서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것은 이과 문항과 문과 문항의 출제 형식이다. 이
과 ⑴과 문과 ⑴, ⑵에서 평가하는 내용 요소는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대상 함수
가 다르다. 그리고 이과 시험에서 한 개의 하위 문항으로 출제되는 내용이 문과 시험에
서는 두 개의 하위 문항으로 나뉘어 출제되고, 이과 시험에서는 부등식의 증명 문제 하
나가 더 출제되고 있다. 배점은 두 문항 다 12점이다. 즉, 이 문항은 공통 내용 영역에
대하여 이과와 문과에서 난이도를 달리하여 출제한 사례이다.
다음은 우리나라 수능의 문제해결 능력 평가 문항에 해당하는 문항이다.
[전국권2 이과 20번]
어떤 공장의 작업장에서 갑 조에는 10명의 노동자가 있고, 그 중 4명이 여자이다. 을 조에는 5명
의 노동자가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여자이다. 층화표출의 방법을 사용하여 갑과 을 두 개의 조에
서 모두 합쳐 3명의 노동자를 뽑아 기술 점검을 실시한다.
⑴ 갑과 을 두 개 조에서 선발하는 인원수를 구하시오.
⑵ 갑 조에서 뽑은 노동자 중 여자가 1명 포함될 확률을 구하시오.
⑶ 선발한 3명의 노동자 중 남자 인원수를 ζ를 써서 표시할 때, ζ의 분포열과 기댓값을 구하시오.
[전국권2 문과 20번]
어떤 공장의 작업장에서 갑 조에는 10명의 노동자가 있고, 그 중 4명이 여자이다. 을 조에는 10
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그 중에 6명이 여자이다. 층화표출의 방법을 사용하여 갑과 을 두 개의 조
에서 모두 합쳐 4명의 노동자를 뽑아 기술 점검을 실시한다.
⑴ 갑과 을 두 개 조에서 각각 선발되는 인원의 수를 구하시오.
⑵ 갑 조에서 선발한 노동자 중 여자가 1명 포함될 확률을 구하시오.
⑶ 선발한 4명의 노동자 중 2명의 남자 노동자가 포함될 확률을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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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항은 수학 외적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까오카오의 용어로 말하면
실천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내용 영역은 이과 시험에서는 확률과 통계 내용을 다
다루고 있고, 문과 시험에서는 확률만 다루고 있다. 문항의 성격을 보면, 이과 시험에서
는 먼저 ⑴에서 문제 풀이의 가장 첫 단계인 각 조에서 선발되어야 하는 인원수를 구하
도록 하고, ⑵에서는 한 특수한 사례의 확률 값을 구하도록 한다. 그리고 ⑶에서는 보다
일반적인 확률 분포 전체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기댓값을 구하도록 함으로 점진적인 일
반화를 하고 있다. 문과 시험에서는 이과 시험과 같이 ⑴에서 문제 풀이의 가장 첫 단계
인 각 조에서 선발되어야 하는 인원수를 구하도록 하고 있고, ⑵에서는 갑 조에서 여자
가 1명 포함될 확률을 구하여 경우의 수를 갑 조에서만 나누도록 하고, ⑶에서는 전체에
서 남자 노동자의 수를 한정하여, 갑 조와 을 조 두 경우를 모두 생각하도록 하고 있다.
즉, 문과 시험에서는 발생 경우의 가짓수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
이과 시험과 문과 시험 모두 ⑴이 ⑵와 ⑶을 해결하는 데에 바탕이 되고, ⑵가 ⑶을 해
결하는 데에 바탕이 되거나 좀 더 쉽게 출제되고 있다.
이 문항에서도 문과 시험과 이과 시험의 공통 문항 출제에 대해 특이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문과 시험에서는 갑 조와 을 조의 인원수를 같게 하여 확률 계산에서 실수할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이과 문항의 경우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갑 조에서 2명, 을 조에
서 1명을 추출하고, 문과 문항의 경우에는 갑 조와 을 조에서 각각 2명씩 추출하도록 하
여 경우를 같게 하고 있다. ⑵의 경우는 이과 시험과 문과 시험에서 같은 문항이 출제되
고 있다. 그러나 모집단의 수가 다르므로 답은 다르다. ⑶은 문과 시험과 이과 시험에서
다르게 출제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과 시험의 ⑶에서 다루는 내용이 문과에서 다루지 않
는 통계 내용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능에서도 순열과 조합, 확률, 통계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의 수학 외적 문
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출제된다. 그러나 수능에서는 이 외에도 수학적 개념,
사고, 원리를 실생활 또는 타교과 상황에 적용하는 문항을 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
음 문항을 보자.
<2010학년도 수능 수리 ‘가’형, ‘나’형 10번>
조개류는 현탁물을 여과한다. 수온이 ℃ 이고 개체중량이  g 일 때, A 조개와 B 조개가 
시간 동안 여과하는 양(L)을 각각  ,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한다.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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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온이  ℃ 이고 A 조개와 B 조개의 개체중량이 각각  g 일 때,
   의 값은? (단, a, b는 유리수이다.) [3점]
① 
② 
③ 
④ 
⑤ 

A



B

의 값은  ×  이다.




이 문항은 2010학년도 수능 수리 영역 ‘가’형과 ‘나’형에서 공통으로 출제된 문항이다.
이 문항에서는 지수 법칙을 이용하여 두 조개가 1시간 동안 여과하는 양의 비를 구하도
록 하고 있다. 수능에서는 학생들이 수학의 가치, 유용성 등을 음미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현실 상황, 또는 타교과 상황에서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수학적 개
념, 원리, 법칙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매년 한 문항 이상씩 출제하고 있다.
중국 까오카오에서는 이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는다. 실천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은 순
열과 조합, 확률, 통계에서만 출제되고 다른 단원에서는 출제되지 않는다.
(3) 까오카오 문항의 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중국 까오 카오 수학 문항의 특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까오카오 수학에서는 총점과 시험 시간, 시험 범위, 문항 유형(선택형, 단
답형, 서술형)만을 규정할 뿐, 전국적으로 통일된 문항을 사용하지 않는다. 2009년에 치
러진 수학 시험의 경우, 전국권1과 전국권2는 서로 유사하게 출제되었지만, 각 성/시에
서 출제된 문항은 서로 조금씩 다르다. 각 성/시에서 출제된 문항의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은 전국권 시험과 유사하지만 문항 수, 배점, 문항 배치 순서가 다르며, 동일하게 출
제된 문항은 없다.
둘째, 다양한 유형의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우리나라 수능에서는 문항 유형이 5지선
다형과 세 자리 이하 자연수만을 답으로 하는 단답형 문항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까오카
오 수학에서는 이과뿐 아니라 문과 시험에서도 선택형, 단답형, 서술형 문항이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 단답형의 경우도 학생이 직접 답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문항을 출제할 수 있다. 서술형 문항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어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
석, 기하, 대수, 확률․통계 각 분야에서 골고루 한 문항 이상씩 출제되고 있다. 문항의
형태는 증명을 하도록 하거나 풀이 과정을 제시하도록 한 것이다. 서술형 문항은 대부분
2～3개의 하위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위 문항은 서로 독립적인 문항인 경우도 있지
만 서로 연결되어 마지막 하위 문항의 답을 그 전 단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구하도록
설계된 문항도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은 한 문항 내에서 다양한 평가 요소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과 배점이 높은 서술형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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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유익해 보인다.
셋째, 문항 수에 비해 광범위한 난이도가 출제된다. 쉽고 간단한 계산 문제, 우리나라
과거 학력고사 유형의 간단한 지식을 적용하여 풀 수 있는 문항에서부터 대학별고사 또
는 경시대회 성격의 문항들까지 광범위하게 출제된다. 특히 문과 수학 시험의 난도가 상
당히 높다. 우리나라 수리 ‘가’형의 수학Ⅱ에서 다루는 공간도형, 벡터, 이차곡선, 다항함
수의 미분법, 심화 선택과목 ‘미분과 적분’에서 다루는 자연로그, e , 삼각함수 등에 대한
문항이 문과에서도 출제되고 있고, 집합과 명제, 삼각함수의 그래프, 복소수 등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다루는 내용은 물론, 이심률, 삼차정사각행렬의 행렬식 등 우
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까지도 문과 시험에서 출제된다. 이와 같은 광범
위한 출제 범위와 문항의 높은 난도는 중국 수학교육의 수준 자체가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 국가보다 높음을 의미한다. 특히 문과 시험의 출제 범위
와 난이도가 이과 시험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나라 수능 수리 ‘가’형과
‘나’형이 출제 범위와 난이도에서 매우 큰 차이를 가짐을 볼 때, 수능과 상당히 다른 점
이다.
넷째, 문과 시험과 이과 시험의 공통 문항이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다. 앞의 문항 분석
에서 보았듯이 모두 문과와 이과에서 완전히 동일하게 출제되는 문항도 있지만 출제 내
용과 난이도에 따라 같은 내용 영역 내에서 조금씩 다르게 출제되기도 한다. 다음 문항
이 그 사례이다.
[2009년 전국권1 이과 19번]
갑, 을 두 사람이 바둑을 한 차례 두는데, 먼저 세 판을 이기는 자가 이 바둑 경기의 승리자가
되고 경기를 끝내는 것으로 약속하였다. 한 판에서 갑이 승리할 확률은  , 을이 승리할 확률은
 이고 각 판의 경기 결과는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하자. 기존 2판에서 갑과 을은 각각 한 판씩
이겼다.
(1) 이 시합에서 갑이 승리할 확률을 구하시오.
(2) 만약  이 3번째 판에서부터 시합이 끝날 때까지 진행되는 판의 횟수를 나타낸다고 할 때,  의
분포열과 수학적 기댓값을 구하시오.
[2009년 전국권1 문과 20번]
갑, 을 두 사람이 바둑을 한 차례 두는데, 먼저 세 판을 이기는 자가 이 바둑 경기의 승리자가
되고 경기를 끝내는 것으로 약속하였다. 한 판에서 갑이 승리할 확률은  , 을이 승리할 확률은
 이고 각 판의 경기 결과는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하자. 기존 2판에서 갑과 을은 각각 한 판씩
이겼다.
(1) 2번 더 경기 후 이 대국이 끝나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
(2) 이 시합에서 갑이 승리할 확률을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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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이과 시험의 (1)이 문과 시험에서는 (2)에 출제되었고, 문과 시
험의 (1)에는 특수한 경우의 확률을 구하는 것이, 이과 시험의 (2)에는 모든 경우를 생각
하여 확률 분포를 구하고 기댓값을 구하는 것이 출제되었다. 이렇게 문항이 약간 변형이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가능하다. 하나는 확률 분포를 다루는 통계 내용이 문과 시험
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문과 시험에서는 하위 문항 두 개가 모두
확률에 대하여 묻고 있다. 다른 하나는 문과 시험과 이과 시험 전반적인 난이도 차이를
볼 때, 각 시험 응시 집단의 특징을 고려한 난이도 조정도 이유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중국 까오카오 수학에서는 기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2009년 전국권 시
험의 경우, 이과 시험과 문과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기하 문항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뿐만 아니라 해석 기하에 속하는 원추곡선의 방정식과 삼각함수 내용도 다른 단원에 비
해 많이 출제되고 있다. 문항 수도 많지만 기하 문항은 서술형 증명 문항이 반드시 한
문항 이상 출제되면서 난도가 높다. 이와 같은 기하의 높은 비중은 전국권1 시험과 전국
권2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이과 시험 뿐 아니라 문과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이
다. 또한, 각 성별 시험에서도 같은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수학적 사고 능력 구분 자체
도 ‘공간상상 능력’을 따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중국 수학교육 자체가 기하에 높은 비중
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기하에 대한 강조는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기하 교
육을 약화시키고, 논증 기하 대신 컴퓨터를 이용한 동적 기하를 강화시키는 것과 대조적
이다. 우리나라 수능 수리 ‘나’형에서도 기하 단원은 해석 기하에 속하는 직선의 방정식
과 원의 방정식이 간접적으로 출제될 뿐, 원추곡선이나 논증기하 부분은 전혀 출제되지
않는다.
(4) 까오카오 수학과 수능 수리 영역의 차이점

수능 수리 영역과 까오카오 수학은 모두 국가수준의 고등학교 수학교육과정을 기반으
로 출제하고, 사고력 측정을 목표로 하며 두 계열로 나뉘어 출제된다는 점에서 유사하
다. 우리나라에서 7차 교육과정부터 ‘인문’, ‘자연’의 구분이 없어져 수능 수리 영역도 ‘인
문’, ‘자연’ 대신 수리 ‘가’형과 수리 ‘나’형으로 구분하여 출제하고 있지만, 대학의 이공계
열에 진학하는 많은 학생들이 수리 ‘나’형을 본다는 점에서 중국과 다르다. 그러나 수리
‘가’형은 이공계열 진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수리 ‘가’형과 이과 시험을, 수리 ‘나’
형과 문과 시험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수능 수리 영역과 까오카오 수학은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능 수리 영역은 선택형과 단답형, 두 종류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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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오 수학은 선택형과 단답형, 서술형 세 종류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능의 선
택형 문항은 5지선다형이지만, 까오카오의 선택형 문항은 4지선택형으로, OMR 카드에
답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까오카오에서 5지선다형 문항은 단답형 문항으로 출제된다.
수능에서는 단답형 문항의 답도 OMR 카드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데 비하여, 까오카
오의 단답형 문항은 학생들이 답안에 직접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까오카오
수학은 수능 보다 훨씬 다양한 각도에서 수학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고, 출제가 자유
롭게 이루어진다.
둘째, 단답형 문항과 서술형 문항이 4지선택형 문항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학생들의 임의 추측에 의한 득점을 막고 있다. 이와 같은 출제 체제는 쉬운 문항을 많이
출제하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에 유리해 보인다. 실제 까오카오에서 우리나라 본고
사나 경시대회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한두 문항 정도이고, 서술형으
로 출제될 뿐, 대부분의 문항은 우리나라 과거 학력고사 수준으로 어렵지 않다.
셋째, 까오카오 수학의 서술형 문항과 단답형 문항은 원칙적으로 2명이 채점을 담당
하고, 특수한 사례의 경우 팀에서 논의를 거쳐 채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채점
체제는 채점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채점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회적 합의 없이는 절대 불
가능한 일이다. 최근 학업성취도 평가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수능에서 단답형
문항의 답을 자유롭게 쓴다거나 서술형 문항을 출제하는 일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해 보
인다.
넷째, 수능의 선택형 문항은 ‘5지선다형’ 문항이라고 명명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5개
의 답지 중 하나만 정답이다. 까오카오 선택형 문항도 4개의 답지 중 하나만 정답이다.
그러나 까오카오 단답형 문항에서 선다형 문항이 출제되기도 한다. 다음 문항이 그 사례
이다.
[전국권1 문과 16번]
직선  이 두 평행선          과          에 의해 절단되는 선분의 길이가

 일 때,  의 경사각은
①  ②  ③  ④ 
⑤ 
이 중 정확한 답의 번호는
이다.（맞는 답을 모두 고르시오.）




이 문항에서 두 직선  과  는 서로 평행하고,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다. 직
선  이 두 직선  과  에 의하여 잘리는 선분의 길이가  이므로 직선  과 직선
 ,  가 이루는 각은  이고, 이러한 직선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2개 있다. 직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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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이므로 직선  이  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고 직선  가  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은 ①과 ⑤이다. 중국
 

까오카오에서 이와 같이 정답이 여러 개인 선다형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이유는 단답형 문항의 답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학생
들이 자유롭게 기록하는 형식이 아니라고 하여도 전산 채점 시스템을 조정하면 우리나
라 수능에서도 이와 같은 선다형 문항의 출제가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문항의 보다 자
유로운 출제를 보장하고, 보다 다양한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으며 합답형 문항의
답지 구성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학생들 입장에서 보
면 문항의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채점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다섯째, 수능 수리 영역은 특정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에 치중하지 않고 모든 영역의
문제를 고르게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까오카오 수학은 특정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에 다소 편중된 경향을 보인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대부분 출제되고 있고, 기하의 비중이 높다. 반면, 해석 분야는 우리나라보다 다
소 적게 출제된다. 특히, 극한 문항이나 적분 문항이 이과 시험과 문과 시험 모두에서
출제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와 다르다.
여섯째, 우리나라 수능 수리 영역 시험은 대학 수학에 필요한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복잡한 계산보다는 이해력과 사고력을 중시하여 출제된다. 그러나
중국 까오카오 수학에는 서술형 문항의 경우 상당히 복잡한 계산을 요하는 문항도 출제
되고, 이것은 이과 시험뿐 아니라 문과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음 문항이 그 사례
이다. 이 문항의 ⑵를 구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전국권1 이과 21번 - 문과 22번] 그림과 같이 포물선      와 원
            이 네 점 A  B  C  D 에서 만나고 있다.
⑴  의 범위를 구하시오.
⑵ 사각형 ABCD 의 넓이가 최대일 때, 두 대각선 AC 와 BD 의 교점
P 의 좌표를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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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수능 수리 ‘가’형과 ‘나’형의 공통 문항은 완전히 같은 문항이 같은 번호에 출
제된다. 이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까오카오 이과 시험과 문과
시험의 공통 문항은 완전히 같은 문항이 출제되기도 하고, 내용과 난이도 면에서 다소
다른 문항이 출제되기도 한다. 또한, 공통 문항의 문항 번호가 이과 시험과 문과 시험에
서 다르게 부여된다. 이것은 난이도를 고려한 문항의 배열이라고 생각된다.
여덟째, 중국 까오카오에서는 미국의 SAT 시험과 같이 문항이 시작되기 전에 기본적인
공식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권1 시험의 경우 두 사건  와  가 배반사건일 때,
P  ∪    P    P   , 두 사건  와  가 서로 독립일 때, P  ∩    P  P   ,
구의 표면적, 구의 부피, 이항정리 등이 제시된다. 그러나 이 공식들은 시험에서 사용되지
않거나 문항 풀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홉째, 수능은 시험지 자체가 학생들이 문제해결에 필요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여
백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까오카오 수학 시험지는 여백이 거의 없이 빽
빽하게 문제가 기술되고, 계산을 위해서는 별도의 연습지가 학생들에게 주어진다. 우리
나라 수능에서는 부정행위 방지 차원에서 별도의 종이를 나누어주지 않고 있다.
3

외국어(영어) 영역

까오카오 외국어 영역의 경우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총 여섯 개의 외국어 과목들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수
능의 출제 체제와 비교하면, 이는 모든 학생들이 필수 응시 과목으로 영어를 응시하도록
하고 있는 수능의 외국어(영어)영역과 다르다. 그런데 까오카오 외국어 영역의 과목별
응시율을 보면, 수험생의 대부분이 영어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고 있어 영어를 입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비중 있는 외국어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수
능의 외국어(영어) 영역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
여기서는 수능 외국어 영역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2009
년도 전국권1과 전국권2 문항을 중심으로 까오카오 영어의 출제 범위, 출제 경향 등 전
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전체적인 시험 구성 및 개별 문항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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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 구성 및 특성
(1) 출제의 기본 원칙

까오카오 요강에 따르면 까오카오 영어 시험은 ‘자격을 갖춘 고등학교 졸업생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수험생이 참가하는 선발성 시험’이며, ‘덕(德), 지(智), 체(體)를 전
반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자를 선발’하고자 하며, ‘문화소양에 대한 일반 고등학교의
요구에 근거’하여 출제하도록 하고 있다. 수능의 경우에는 ‘통합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
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출제되는 사고력 중심의 학력고사’라고 규
정(이종승, 2009)하고 있다. 두 시험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 졸업자의 학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중국의 통일 고시의 경우에는 각 교과 교육과 평가
를 통해 덕, 지, 체라는 전인적 교육 목표를 지향한다는 전제 하에 개발된 선발 시험인
데 반해, 수능의 경우에는 통합교과적인 성격의 소재를 활용하며, 사고력 중심의 학력
평가 시험이라는 점에서 두 시험의 기본 특성이 다르다. 이는 뒤에 논의하게 될 시험 출
제 유형에 있어서의 차이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출제 범위

2009학년도 까오카오 요강을 바탕으로 전국권1과 전국권2의 출제 범위를 수능 외국어
(영어) 영역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의 운용 능력에 해당하는 듣기, 독해, 작문 능력 측정을 위한 시험 문항과
구별하여 발음, 어법과 단어라는 언어 지식을 별도로 측정하는 시험 항목을 출제 범위로
명시하고 그에 따라 출제하고 있다는 점이 수능과 확연히 다르다. 수능에서는 언어 지식
을 듣기(말하기 간접 평가 문항 포함)와 읽기(쓰기 간접 평가 문항 포함)라는 두 측면의
언어 사용 능력을 통해 발음, 어법과 단어에 대한 이해와 표현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있다.
둘째, 중국과 한국의 대입 시험의 어휘 수를 비교해 보면, 중국의 까오카오 요강에서
는 ‘2,000개 정도의 낱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수능의 출제 범위가 고등학교 1학년까
지 학습하도록 권장하는 1,790단어와 그 이후의 심화 선택 교육과정에서 추가로 다루는
단어 수를 합하면 총 3,000단어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수능이 기본 어휘량 면에
서 상위 수준이라 할 수 있다.17)
셋째로 구어에 대한 이해와 사용 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응시자의 학업 성적이 상대적
17) 참고로 2010년 현재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어휘 수는
총 7,000～8,000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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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높은 전국권1에서만 다룸으로써, 학습자의 수준별로 출제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수능과 비교하여 흥미로운 점은 문어와 다른 구어의 특성에 대한 학습을 상위권의 학습
자에게 요구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실용영어 혹은 생활 영어 교육 강화라는 교
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영어 학습 초기부터 구어적 특성을 문어적 특성보다 우선시한다.
수능도 구어 이해와 사용 능력 측정을 듣기 평가(말하기 간접 평가 포함)에서 강조하여
구어적 특성에 대한 학습을 중시해 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통일 고시의 구어 평가에 대
한 입장과는 다르다.
넷째로 출제 범위에 들어가는 어법의 내용은 중국의 통일고시와 한국의 수능이 대체
로 유사하나18), 중국의 까오카오의 경우에는 ‘말의 형성’이라고 하여 합성어, 전환어, 파
생어 등을 출제 범위로 명시하고 있다. 수능의 경우에는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에서 이와 같은 어휘 지식을 듣기와 읽기 평가 문항과 구별하여 평가의 내용으로 별도
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섯째로 듣기와 읽기의 출제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수능의 출제 범위에 차이가 없다.
두 시험 모두 사실적 세부 정보(숫자 관련 정보, 그림 설명, 부탁하는 일 등), 추론적 이
해(화자의 관계, 대화 장소, 빈칸 추론, 글의 제목, 주장, 시사하는 바 등), 종합적 이해
(화자나 필자의 심정 혹은 심경, 글의 분위기, 대화나 글의 목적) 능력 측정을 출제 범위
로 하고 있다.
여섯째, 쓰기의 출제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전국권1과 전국권2 둘 다 직접적인 쓰기
과제 수행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수능과 극명한 차이가 있다. 현재 수능의 출제 범위에서
는 글의 전체 흐름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문장을 고르기와 글의 흐름에 비추어 주어
진 문장의 적절한 위치를 고르기, 이어질 글의 순서를 배열하기, 그리고 요약문의 빈칸
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고르기 등의 문항으로 쓰기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일곱째, 전국권1과 전국권2에서는 듣기와 읽기, 그리고 쓰기(또는 작문) 이렇게 세 영
역에서 출제 범위를 설명하고 있다. 언어의 4기능 중 말하기에 대해서는 측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말하기 평가 도구의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대학입시인 까오카오
에서는 다루지 않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CET와 같은 별도의 시험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교해, 수능에서는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듣기에서 그림에 적절
한 대화쌍 고르기와 대화나 담화에 적절한 응답 고르기 등을 통해 말하기 능력 측정을
출제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까오카오와 다르다.
18) 수능의 출제 범위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중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이들 어법을 ‘의사소
통에 필요한 언어 형식’이라는 제목과 함께 해당 예시 문장으로 이루어진 목록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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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언어 기능에 있어서는 수능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전국권1에서
포함한 언어 기능 외에도 이해 점검하기, 되묻기, 대화 지속하기, 대화 끝내기, 정보 묻
고 답하기, 사실 묘사하기, 사실 확인하기, 표현 묻기와 같이 대화의 책략(conversation
strategy) 혹은 화용적 언어 능력(pragmatic competence)과 관련된 언어 기능도 포함한
다는 점이 까오카오와 다르다. 최근의 영어교육과 언어학에서 화용적 언어 능력이 의사
소통 목적의 언어 기능에 있어 아주 중요한 언어 능력의 하나라고 인정하고 있음을 고
려할 때 이를 반영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 및 평가 범위에 대한 접근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비해 중국의 영어과 교육과정인 ‘普通高中英語課程(中
華人民共和國敎育部, 2003)’에서는 언어 지식을 강조하던 시대에서 ‘종합언어운용능력’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으로 전환하면서 과업형 교수 방법을 새로이 도입하는 수준에 그쳐,
대화의 책략이나 화용적 언어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교육과정과 입시의 출제 범
위에 포함하지는 않고 있다.
(3) 검사지 구성

먼저 시험을 구성하는 문항 형식과 해당 문항 형식별 문항 수를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과 비교하면 <표 Ⅱ-9>및 <표 Ⅱ-10>과 같다.
<표 Ⅱ-9> 2009년 까오카오 영어 문항 구성

영역

구분 원점수 문항 수
만점

배점 비율 시험
시간

20분 3지선다
이내

듣기

30점 20(전국권1)

읽기

57%(전국권1)
85점 55(전국권1)
65(전국권2) 63%(전국권2) 100분 4지선다
23%(전국권1)
단답형,
35점 11(전국권1)
21(전국권2) 37%(전국권2)
에세이
86(전국권1) 100% 120분
150점 101(전국권2)

쓰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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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문항
형태

비고
전국권2는 듣기 문항이
없고 발음 지식을 묻는
필기 5문항으로 듣기
지식 평가
말하기 간접평가 방식으로
전국권1에서는 1문항,
전국권2에서는 5문항을
출제함.
전국권2는 단어 번역형도
포함

<표 Ⅱ-10>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의 문항 구성

구분 원점수 문항 수 배점
시험
문항
비고
영역
만점
비율
시간
형태
듣기 중 간접 말하기
듣기
34점
17
34% 20분 이내 5지 5문항(배점
비율 10%) 포함
읽기 중 간접 쓰기
읽기
66점
33
66%
50분 선다형 5문항(배점
비율 10%) 포함
계
100
50 100% 70분

위의 두 표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의 두 입시와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의
문항 구성상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수능과 달리 전국권1과 전국권2의 시험은 듣기와 읽기 외에 쓰기 능력을 평가한
다. 즉, 수능의 읽기에서 간접적인 형식을 빌어서 쓰기 능력을 제한적으로 측정
하는 방식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에세이 쓰기를 요구하는 문항을 중심으로 직접
적인 방식으로 쓰기 능력을 측정한다. 그리고 배점에 있어서도 수능은 간접 쓰
기 문항이 차지하는 점수 비중이 총점의 10% 내외인데 반해, 이들 까오카오에서
는 쓰기 문항이 차지하는 비율이 23∼37%이다. 즉, 수능에 비해 까오카오에서는
쓰기 능력이 영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 까오카오에서 말하기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는 시험은 전국권1뿐이며, 대화
쌍을 읽고 그에 대한 응답을 묻는 문제 하나만 출제하는 것으로 보아, 까오카오
에서 말하기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능에서는 말하기
능력을 간접적으로나마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 전체 배점의 10%를 차지하고 있
다는 점이 이들 입시와 다르다.
• 까오카오는 문항수가 86개 내지 101개 문항으로 수능보다 많고, 총 시험 시간이
120분으로 수능보다 50분 더 길다.
• 듣기에서 매 문항에서 답안 작성을 위해 10초를 주는데 이는 수능과 유사하다.
• 까오카오에서 듣기는 3지선다형, 읽기는 4지선다형, 그리고 쓰기는 에세이를 비
롯한 서답형(주관식)을 출제하고 있다. 이는 문항 형태에 있어 듣기와 필기 영역
모두 5지선다형을 채택하고 있는 수능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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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항 분석

여기에서는 중국의 전국권1과 전국권2 문항의 세부 특성을 살핌으로써 수능의 문항
특성과 비교하여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1) 문항 분석의 방법과 절차

문항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수능 영어 시험 문제의 출제와 지도에 경험이 많은 교수
두 명과 교사 두 명, 그리고 본원 연구원 두 명이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전국권1과 전국
권2를 수능 영어의 출제 문항 유형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항 유형에 대한
특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 유형 별 배점과 출제 및 평가를 포함한 시험 운영상의
시사점과 유의해야 할 점 등을 논의하였다. 다음은 그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2) 문항 분석 결과

여기에서는 듣기, 읽기, 쓰기의 순으로 예시 문항을 중심으로 각 문항 유형별 특성을
수능의 문항 유형 특성과 비교 분석할 것이다.
① 듣기

듣기에 있어서 전국권1과 전국권2가 유사하므로 전국권1의 듣기를 중심으로 문항 유
형을 논의할 것이다. 먼저, 듣기 문항의 구성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 <표 Ⅱ-11>과 같다.
<표 Ⅱ-11> 2009년 까오카오 영어의 듣기 문항 구성
시간

평가내용

문항 유형

점수

<3지선다 선택형>
문항당 1.5점
영어
듣기
∙비교적
짧은
대화를
듣고
주어진
질문에
대한
총 30점
20분 능력(내용 이해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고르기(1지문1문항) (외국어
영역
내외 및 추론) ∙긴 대화나 담화를 듣고 질문에 답하기(1지문 전체 배점의
다문항)
20%)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듣기에 배당되는 시간은 총 20분 정도이다. 전국권1의 경
우에는 4분여 정도의 시간 동안 듣기 문항의 예시를 포함하여 중국어 지시문과 함께 자
세히 설명한다. 듣기 20문항은 모두 3지선다 선택형 문항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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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있는데, 하나는 비교적 짧은 대화나 담화를 듣고 주어진 질문에 답하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긴 대화나 담화를 듣고 질문에 답하는 유형이다. 전자는 수능과 마찬가지로
1지문1문항 형식의 문항인 반면, 후자는 수능의 현재 듣기 문항에서는 포함하지 않는 1
지문다문항 형식의 문항이다.
<표 Ⅱ-12> 및 <표 Ⅱ-13>은 2009학년도 전국권119)과 2010학년도 수능의 듣기 문항
들의 내용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Ⅱ-12> 2009년 까오카오 전국권1 영어의 듣기 문항 내용 유형

문제 형식 유형
1지문1문항

1지문다문항21)

문제 내용 유형20)
살것
대화 장소
시사하는 바
이유
하려는 일
하고 있는 일
좌석 번호
이유
산것
거주 기간
출발 장소
용어 확인
주체 확인
시간 확인
일치
직업
좋아하는 것
배운 것
계

문항 수
1
1
1
1
1
1
1
3
1
1
1
1
1
1
1
1
1
1
20

배점
1.5
1.5
1.5
1.5
1.5
1.5
1.5
4.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30

지문 유형 시험 시간
대화
대화
대화
대화
대화
대화
대화
대화 2문항,
담화 1문항 20분
대화
이내
대화
대화
대화
대화
대화
대화
대화
대화
대화
-

19) 전국권2의 경우에는 듣기 문항이 단어를 읽고 동일 발음을 가진 단어를 고르는 문항으로 대체하여
출제되므로 읽기 문항에서 논의한다.
20) 이미 논의하였다시피, 수능의 영어 듣기와 달리 중국 까오카오 문항의 경우, 질문 내용이 유형화되
어 있지 않고 대화/담화 내용 파악과 관련된 어느 내용이라도 질문할 수 있으나 수능과의 비교를
위해 2009학년도의 문항들을 편의상 유형화한 것이다.
21) 듣기 대화나 담화의 길이에 따라 1지문2문항～1지문4문항까지 문항 형태가 다양하게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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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지문1문항

계

<표 Ⅱ-13>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 듣기 문항의 내용 유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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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수
1
1
1
3
1
1
1
1
1
1
12

배점
1
2
2
6
2
2
2
2
3
2
25

지문 유형
대화
대화
담화
대화
대화
담화
대화
대화
대화
담화
-

시험 시간
20분
이내
(말하기
간접 평가
다섯 문항
포함)
-

수능 영어 시험에서는 모든 듣기 문항이 1지문1문항 형식이며 8∼12회의 발화(turn)
혹은 60∼120단어 내외의 대화나 담화로 지문이 구성된다. 그런데 중국의 전국권1과 전
국권2의 듣기는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그보다 긴 7∼13회의 발화(turn) 혹은 80∼
400단어 내외의 대화나 담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원점수 만점 150점 중 22.5점(만
점 대비 15%에 해당)을 배당하고 있다.
1지문다문항 형식의 문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 문항에서는 듣기 지문을 들
려주기 전에 미리 해당 여러 질문들을 읽도록 5초를 주는데 이는 긴 듣기 지문의 내용
을 정리해서 답을 찾아야 하는 수험자의 정보 처리 부담을 배려해서 취한 조치로 보인
다. 예컨대 읽기 활동에서 그 목적에 따라 자료 전체의 대략적인 내용을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훑어 읽기(skimming)를 책략으로 사용하고, 특정 정보를 빠른 시
간 안에 파악하고자 읽을 때에는 찾아 읽기(scanning)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듣
기 활동에서 비교적 긴 대화나 담화를 들려주면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한 후 그 정보를
‘찾아’ 듣도록 하는 취지에서 1지문다문항 듣기 문항에서 질문을 미리 읽어 보라는 지시
문과 함께 이에 대한 시간 배분을 시험 진행에 반영한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짧은 듣
기 지문만을 다루는 1지문1문항으로만 이루어진 수능에는 없는 시험 시행상의 특성이다.
미리 관심을 기울여 파악해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를 질문 내용을 미리 읽어 이해한 후
듣기 대화나 담화를 들려주는 방식은 듣기 언어 활동에 있어 찾아 읽기(scanning)에 상
응하는 듣기 책략 사용 능력 평가에 유용한 문항 형식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1지문다문항 형식의 문항의 특징으로는 듣기 지문을 두 번 들려준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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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능에서는 들려주는 대화나 담화의 길이와 상관없이 모든 듣기 지문을 한번만 들려
준다. 그런데, 전국권1의 시험은 1지문1문항 형식의 대화나 담화는 한번 들려주지만, 1지
문다문항 형식의 문항에서는 듣기 지문을 구성하는 대화나 담화를 두 번 들려준다. 이는
학생들이 긴 대화와 담화에 담긴 정보를 처리하는 데 한번 듣는 것만으로는 어렵다고
보아(일상 대화의 언어 사용과 달리) 반복 듣기를 허용하는 수준으로 성취 수준을 낮추
어 설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비교적 긴 대화와 담화를 듣고 이해하여 문제 풀이에 필요
한 정답을 찾는 과정에서 단기 기억의 정보 처리상의 부담을 고려한 이와 같은 조치는
TOEFL이나 GRE 등의 표준화된 시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22) 비교적 많은 양의 정보
가 담긴 대화나 담화를 듣고 푸는 문제에서 단기 기억 용량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언어
정보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 자체를 평가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하는가는 앞으로
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까오카오 듣기 문항처럼 ‘찾아 듣기’ 능력
(scanning)을 재고자 한다면 수험자로 하여금 미리 질문을 읽은 상태에서 두 번 들려주
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나, 듣기 지문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전반적인 중심 내용
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skimming)을 측정하고자 한다면 한번 들려주고 세부 내용이 아
닌 지문의 중심 내용을 묻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점수 배분에 있어서 전국권1의 듣기 문항은 총 20문항으로 각각 1.5점이고, 시험의 만
점에 해당하는 150점 중 30점, 즉 총점의 20%를 부여하고 있다. 수능 영어 시험의 경우
에는 듣기와 읽기 시험 모두에 있어서 문항당 배점에 가중치를 두며, 보통 1점 문항이 1
문제, 2점 문항이 11문항, 총 100점 만점의 23점으로, 수능 영어 시험 총점의 23%를 차
지하고 있다. 문항 수는 까오카오가 8문제 더 많지만, 듣기 점수가 영어 시험에서 차지
하는 점수의 비중은 대체로 수능과 비슷하다.
다음으로 듣기 진행 속도 관련 요소를 살펴보면, 전국권1의 시험에서는 대화나 담화
를 들은 후 다음 듣기 대화나 지문을 듣기 전까지 총 10초를 주는데, 이 시간 동안 학생
들은 정답을 기입하거나 시험지에 인쇄되어 있는 다음 문항을 읽을 수 있다. 듣기 문항
의 발화 속도는 분당 130∼150단어 내외이다.23) 이 두 측면은 수능과 유사하다.
한편 듣기의 지시문 사용에 있어서는 전국권1의 시험은 모든 지시문이 중국어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응시자들은 시험지에 쓰여 있는 중국어 지시문을 보면서 또 중국어 지시문
을 들으면서 듣기 문항을 푼다. 각 문항의 질문도 영어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지
22) 이들 시험은 한때 긴 대화나 담화를 듣고 푸는 문항에서 메모를 하면서 듣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
였다.
23) 전국권1의 긴 담화 듣기의 경우 최대 분당 190단어도 출제된 적이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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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어로 쓰여 있는 질문을 읽고 정답을 고르는 방식이다. 수능의 영어 듣기에서는 지
시문과 질문 모두 한국어로 시험지에 쓰여 있고 한국어로 들려준다는 점에서 전국권1과
수능은 듣기 질문의 언어 사용이 유사하다. 다만 수능의 경우에는 매 문항마다 듣기 지
문에 해당하는 대화나 담화를 듣기 전에 질문을 먼저 읽으면서 듣게 함으로써, 그 다음
문항으로 진행하기 전에 주는 10초를 온전히 답안 작성에만 사용하게 한다는 점이 다르
다. 즉. 까오카오의 듣기에서는 10초 동안에 영어로 쓰인 질문을 읽고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 수능과 다르다.
마지막으로 각 듣기 문항의 문항 형식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짧은 대화 이해하기
듣기 영역 1번에서 5번까지는 1지문1문항 형식으로 문항당 배점은 1.5점이다. 이 문항
은 2∼4회의 발화(turn) 혹은 100∼150단어 내외의 짧은 대화를 듣고 각각의 질문에 대
한 대답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세 개의 선택지 중에서 고르는 문항이다. 시험지에 쓰
여 있는 각각의 질문들을 읽을 수 있으며, 질문은 모두 영어로 제시되어 있다. 수능 영
어 듣기 문항과 비교해 두드러진 특징은 전국권1 시험의 듣기 문항의 질문 유형이 수능
과 달리 다양하다는 것이다. 수능에서는 세부 내용을 묻는 경우에도 화자가 부탁한 일,
할 일, 한 일, 숫자와 관련된 정보 등으로 유형화되어 있다. 그런데 전국권1의 듣기의 질
문은 대화나 담화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묻는다. 예를 들면, 화자가 살 것, 화자
의 말이 의미하는 바, 화자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화자가 특정 행동을 한 이유, 화
자가 잘 하는 언어, 화자가 핸드백에 보관하고 있던 물건, 대화를 한 장소 등을 묻는다.
이는 유형화된 특정 정보만을 질문하는 수능의 출제 방식과는 아주 다르다.
[전국권1 1∼5번]
아래의 다섯 개 단락의 대화를 듣고 주어진 A, B, C 답안 중에서 가장 적합한 답안을 선택하십
시오. 매 단락의 대화가 끝나면 10초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시간에 답안을 작성하고 그 다음
문제를 읽어 볼 수 있습니다. 대화는 한번만 들려줍니다24).
1. What do the speakers need to buy?
A. A fridge.
B. A dinner table
C. A few chairs.
2. .......
24) 본래 시험에서 중국어로 주어진 지시문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보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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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hat does the woman mean?
A. Cathy will be at the party.
B. Cathy is too busy to come.
C. Cathy is going to be invited.
<듣기 대본>
1. W : What do you think we need to buy for our new kitchen?
M : We’ve got a fridge and a dinner table already, we needs some chairs.
2. .......
3. M : Shouldn’t we invite Cathy to the party tonight?
W : Invite Cathy? She is the one who is complaining whole thing.

㉡ 긴 대화나 담화 이해하기
듣기 영역 6번에서 20번까지는 1지문다문항 형식으로 문항당 배점은 1.5점이다. 이 문
항은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비교적 긴 대화나 담화를 듣고 정답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
을 세 개의 선택지 중에서 고르는 문항이다. 듣기 영역 1번에서 6번까지의 짧은 대화 이
해하기 문항에 비해서 학생들이 듣게 되는 대화의 내용이 더 길고, 청취한 지문을 바탕
으로 추론을 해야 답을 할 수 있는 문항도 출제된다. 이 유형의 문항들은 비교적 긴 대
화를 듣고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권1의 시험에
서는 1지문4문항까지 출제하고 있는데, 문항 배열은 1지문2문항 대화, 1지문2문항 담화,
1지문3문항 대화, 1지문3문항 담화 등의 순이며, 담화를 지문으로 이용한 문항은 보통
두 개의 지문이 출제된다.
[전국권1 6∼7번]
아래의 다섯 개 단락의 대화를 듣고 주어진 A, B, C 답안 중에서 가장 적합한 답안을 선택하십
시오. 대화 혹은 낭독을 듣기 전에 먼저 문제를 읽어 볼 시간이 5초가 주어집니다. 낭독이 끝나면
답안 작성 시간이 5초가 주어집니다. 대화 혹은 낭독은 두 번 들려줍니다25).
6번째 대화 혹은 낭독을 듣고, 6번과 7번 문제를 답하십시오.
6. What is the man doing?
A. Changing seats on the plane.
B. Asking for a window seat.
C. Trying to find his seat.
25) 본래 시험에서 중국어로 주어진 지시문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보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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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hat is the woman’s seat number?
A. 6A
B. 7A
C. 8A
<듣기 대본>
6.-7.
M : Excuse me, I think you are in my seat.
W : Sorry, but it says 7A on my boarding card.
M : Oh, uh, right, I asked for window seat, you see.
W : Yes, so did I, what’s your seat number?
M : Let’s see, oh, it’s 8A.
W : Yes, I guess you are in the seat behind me.
M : Oh, yes, sorry about that.

이상의 문항 유형을 중심으로 까오카오 영어 듣기 문항의 특징을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와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까오카오 영어는 발음 지식이나 어법 및 지식을 듣기 능력 평가나 읽기 능력 평
가를 위한 문항과 구별하여 따로 출제한다는 점에서 수능과 다르다.
• 까오카오 영어는 전국권1과 전국권2, 그리고 각 유명 대학의 개별 출제 등 응시
자의 거주 지역 및 응시 대학에 따라 시험 문제의 어휘 수준과 문항 유형이 다
르다는 점에서, 동일 교과 과정 이수를 전제로 전국 규모로 동일한 시험 문항을
출제하여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과는 확연히 다르다.
• 까오카오 영어는 수능과 달리 말하기 평가를 간접적인 평가 형태로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유일하게 전국권1의 시험에서만 한 문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수능의 영어 시험에서는 작문 능력 평가를 선택형 형식을 빌어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데 반해, 까오카오 영어는 직접 문장을 고쳐 쓰거나 에세이를 쓰는 형
식으로 출제하고 있다. 실질적인 쓰기 능력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실질적
인 글쓰기 교육을 장려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도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 출제의 범위가 되는 기본 어휘 규모(2,000단어 내외)에 있어서는 수능보다 낮은
수준이며, 거론된 어법 항목에 있어서는 까오카오와 수능의 영어 시험이 서로
유사하다.
• 출제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나 화제에 있어서는 자국 및 타국의 문화적인 특성을
소개하고 배우는 것, 복지 정책, 인권 및 민주 의식 고취, 정서 순화 및 합리적
사고력 배양, 애국심 및 안보 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 등은 수능 영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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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서 출제되는 대화나 지문의 내용에는 포함되지만, 까오카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이는 두 사회가 지향하는 영어 교육의 목적에 있어, 한국의
경우에는 국제화 시대를 이끌어갈 경쟁력 있는 사회인 육성에 둔 반면, 중국의
입시에서는 지, 덕, 체를 겸비한 지성인 양성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둔 교육과 평
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차이 때문인 듯하다.
• 구어에 대한 이해와 사용 능력에 대한 강조 여부는 비교적 학업 성적이 양호한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권1의 시험에서는 평가하는 내용에 포함한다고 명
시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학업 성적이 양호하지 않은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하
는 전국권2의 시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수능에서 구어적 표현에 대한
지식이 문어적 표현에 대한 지식보다 학습이 용이하다고 보고, 난이도가 높지
않은 듣기의 일부 문항에 구어적 표현이 쓰이는 상황을 빈번히 출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 까오카오 영어는 총 문항수가 86개 내지 101개로 수능 50문항 대비 72～102%가
더 많고 시험 시간은 총 120분으로 수능보다 47% 더 길다.
• 까오카오 영어 듣기는 총 20문항으로서, 수능의 외국어(영어) 듣기 문항 수인 12
문항에 비해서 8개가 더 많다. 시험 시간은 수능에서는 듣기에 말하기 간접 평
가 5문항이 포함되어 20분 내외이고 까오카오에서는 말하기 평가가 따로 없이
듣기에 2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므로 전체적인 시험 시간과 문항당 주어지는
시간은 서로 비슷하다.
• 수능은 모두 5지선다 선택형 문항을 출제하는 데 반해, 까오카오 영어 듣기는 3
지선다, 읽기는 4지선다이다. 선택지의 수준이 동일하다면 수능의 5지선다형 문
제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까오카오 영어에서 듣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원점수 150점 중 30점)로서 수
능 외국어(영어) 영역 총점에서 듣기가 차지하는 비중인 23%(원점수 100점 만점
중 23점)와 비슷하다.
• 까오카오 영어 듣기와 수능의 영어 듣기 모두 그림을 포함하는 단답형 문항부터
긴 지문을 듣고 이해하는 문항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유형과 난이도를 가진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시험 모두 대학입시에 활용된다
는 공통적인 기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적정 난이도와 변별도 유지라는
목표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문항들로 시험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 정형화된 질문 형식과 문항수가 정해져 있는 수능과는 대조적으로, 까오카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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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듣기의 문항 유형은 질문 내용과 문항 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는 대화나
담화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질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바람직
하지만, 질문의 대상이 되는 적정한 세부 내용의 범위가 자의적으로 운용될 경
우에는 평가와 학습 지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② 읽기

전국권1과 전국권2의 영어의 읽기 문항 유형을 정리하면 <표 Ⅱ-14>와 같다.
<표 Ⅱ-14> 2009년 까오카오 전국권1과 전국권2 영어의 읽기 문항 유형
시간 평가 내용

쓰기
시험
포함
하여
100분
내외

문항 유형

<4지선다 선택형>
∙주어진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 고르기(어법 및 어휘
지식 평가)
∙장문의 지문을 읽고 내용을 묻는 질문에 맞는 답 고르기
(reading comprehension test)
영어 ∙주어진
매 10번째 단어 자리에 주어진 빈칸에 알맞
읽기 능력 은 단어글의
고르기(cloze
(+말하기 ∙전국권1의 경우에는 짧은test)대화 완성하기를, 전국권2의 경
능력) 우에는 긴 대화 완성하기를 포함(말하기 간접 평가)
∙전국권2의 경우, 단어의 밑줄 친 부분과 동일한 발음을
가진 단어 고르기(발음 지식 평가)
∙전국권2의 경우, 장문의 지문을 읽고 내용을 묻는 문장을
완성하기(reading comprehension test)

점수
∙문항에 따라
1점, 1.5점, 2점
∙총점 :
85점(전국권1),
95점(전국권2)
∙영어 시험 전체
배점의 57% (전
국권1) 내지 63%
(전국권2)

<표 Ⅱ-14>에서 알 수 있듯이, 까오카오에서는 읽기 문항에 배당되는 시간이 쓰기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총 100분 내외를 주며, 문항은 모두 4지선다 선택형
이다. 문항 수는 시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전국권1의 경우에는 56문항, 전국권2는 8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 시험 원점수에서 이들 읽기 문항들이 차지하는 배점 비율
은 원점수 만점 대비 57% 내지 63%로, 이는 수능의 66%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국권1과 전국권2의 읽기 시험 문항 유형을 비교해 보면, 세 시험 모두 공통적으로
다음 세 가지 유형의 문항을 출제하고 있다 : 1) 주어진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 고
르기(어법 문제), 2) 주어진 글의 여러 개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 고르기(cloze test), 3)
지문에 대한 질문에 맞는 답 고르기(reading comprehension test). 이외에 2009학년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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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1의 경우에는 수능과 비교하여 말하기 간접 평가에 해당하는 짧은 대화 완성하기 1
문항을, 전국권2의 경우에는 긴 대화 완성하기 5문항을 각각 읽기 시험에 출제하고 있
다. 그리고 전국권2에서는 듣기를 따로 출제하지 않고 단어를 읽고 해당하는 발음의 단
어를 고르는 문제 5문항26)과, 장문의 지문을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한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단어를 고르는 문제도 읽기 시험에 출제하고 있다27).
수능의 읽기 문항과 비교하여 보면, 첫째로 어법 및 어휘 지식을 80∼140단어 내외의
읽기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측정하는 수능과 달리, 까오카오에서는
10∼20단어 내외의 문장의 빈칸에 적절한 표현을 고르는 방식으로 어법 및 어휘 지식을
측정한다. 이는 수능 이전의 본고사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네 영역으로 언어 지
식과 사용 능력을 분리하여 측정하던 방식과 유사하다. 언어 사용 자체와 별도로 구별하
여 언어 지식을 측정한다는 생각은 오늘날 언어 사용 능력을 언어 사용을 수행하도록
하는 과제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언어 평가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까오카오의 읽기 시험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영어 시험의 원점수에서 가장 많은 점수
비중을 차지하는 두 읽기 문항 유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해력 측정을 위한 지문 내용
에 대한 질문에 알맞은 답 고르기와 매 10번째 단어 자리에 위치한 빈칸에 알맞은 단어
를 고르기(cloze test 유형), 이 두 유형은 각각 원점수 총점의 20%를 차지하는데, 듣기
문항과 마찬가지로 질문의 내용이 따로 유형화되어 있지 않고 지문의 특성에 따라 다양
한 내용을 묻는다. 지문에 대한 내용 이해를 묻는 전자의 문항 유형에서는 그 질문 형식
이 빈칸 완성하기부터 질문에 맞는 답 고르기까지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출제된
다는 점이 수능과 다르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는 cloze test 유형은 수능에서는
아직까지 시도된 바 없으며, 중국의 입시 문항에서 보이는 독특한 읽기 시험 유형이다.
원점수 150점의 20%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문항 유형인데, 종합적인 언어 능숙도
측정 도구로 사용해도 좋은가 하는 측면과 그 타당도와 신뢰도를 결정하는 요인들(빈칸
간의 거리, 채점 방식, 응시자의 언어 능숙도, 지문의 성격 등)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26) 예를 들면, 2009학년도 전국권2의 1번 문항은 다음과 같다.
A, B, C, D 선택지 중에서 주어진 단어의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을 찾아 답안지에 표시하시오.
1. July
A. diary B. energy C. reply D. daily
27) 전국권2의 이들 문항이 형태상으로는 수능의 간접 쓰기 평가에 해당하는 유형(즉, 요약 문장의 빈
칸에 알맞은 말 고르기)과 유사한 듯 보이지만, 질문의 내용이 요약하여 쓰기 능력이 아니라 지문
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들이므로 읽기 시험 분석에 포함하였다. 예를 들면 ‘The
word “leftovers” in the Paragraph 1 probably means _________________.’ (2009학년도 전국권2,
41번 문항)와 같은 문항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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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대한 논의와 검증이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Brown, 2002). 따라서 본
격적으로 이 문항 유형을 한국의 입시에 도입하기 이전에 그 타당성과 가능성을 학문
적․정책적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 그에 따라 신뢰성 있는 문항 개발 방안이 먼저 마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수능에서는 말하기 간접 평가 문항이 듣기의 일부로 5문항이 출제되고 영어
시험 총점의 10%를 차지하지만, 앞의 <표 Ⅱ-14>에서 알 수 있듯이 까오카오에서는 말
하기 간접 평가 문항이 읽기 시험 문제의 일부로 출제되고 있다. 전국권1의 시험에서는
짧은 대화문을 읽고 대화가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고르는 4지선
다형 1문항만 출제되며 이는 영어 시험 원점수 총점의 1%미만에 해당하는 미미한 수준
이다. 전국권2에서도 말하기 간접 평가로서의 성격을 띠는 읽기 문항으로 긴 대화문을
읽고 중간 중간에 들어간 알맞은 표현을 고르는 문항이 5문항 출제되고 있다. 이는 원점
수 총점 대비 3% 배점에 지나지 않는데, 수능에서 원점수 총점 대비 10% 배점을 유지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말하기 평가가 까오카오에서는 아주 미미하다는 것이 사실이
다. 2009학년도 까오카오 요강의 평가 목표에서도 말하기 능력 평가에 대한 언급은 보이
지 않는다. 영어 사용 능력(능숙도, proficiency) 측정이라는 최근의 평가 관점에서 보면,
구어와 음성 언어 표현 능력 측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읽기 문항의 형태를 빌어 문자 언
어 형태로 말하기 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문항을 출제하고 있는 것은 평가
문항의 내용과 형식면에서 타당성이 낮다고 하겠다.
끝으로 전국권2의 경우에는 듣기 평가 문항이 없고, 읽기 시험에서 주어진 단어의 발
음과 동일한 발음을 가진 단어를 고르는 방식으로 발음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고 있다.
이는 수능에서 직접적으로 듣기 과제 수행을 통해 발음과 구어 어법에 대한 이해 능력
을 측정하는 방식에 비해 발음 이해 능력 측정을 간접적인 발음 지식에 의존한 읽기 시
험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평가의 내용과 형식면에서 타당성이 낮다.
다음 <표 Ⅱ-15>와 <표 Ⅱ-16>은 문항의 특성을 질문 내용에 중점을 두어 비교하고
자, 2009학년도 까오카오 전국권1의 읽기 문항과 2010학년도 수능의 읽기 문항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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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5> 2009년 까오카오 전국권1 영어의 읽기 문항 내용 유형

문제 형식 유형

문제 내용 유형28)

관사
부사
관계대명사
조동사
시제
문장의 어법 숙어
부정사
어순(도치)
어휘
대명사
숙어
분사
소계
등장 인물이 본 것
등장 인물이 행한 방법
동물의 심정(전체)
제목(전체)
등장 인물의 특성
문제 상황의 내용
이유
정체
1지문4문항 동물의
시사하는 바(전체)
목적(전체)
문단 내용 요약(전체)
주장(전체)
장소(전체)
요일
명명 대상 파악
필자의 평가(전체)
소계
10번째 단어 자리에 주어진
1지문다문항 매
빈칸에 알맞은 단어 고르기
대화 완성하기(말하기
1지문1문항 짧은
간접 평가) - 제안 수락하기
계

문항 수
1
1
2
1
2
1
1
1
1
1
1
1
14
1
1
1
1
1
1
3
1
3
1
1
1
1
1
1
1
20
20

배점
1
1
2
1
2
1
1
1
1
1
1
1
14
1
1
1
1
1
1
3
1
3
1
1
1
1
1
1
1
40
30

1
55

1
85

지문 유형

시험 시간

100∼200
단어의 문장

쓰기
시험
포함해서
100분
230∼270
단어 내외의 내외
설명문,
논설문,
실용문 및
문학

261단어의
문학
100∼200
단어의 대화쌍
-

-

28) 이미 논의하였다시피, 수능의 영어 시험과 달리 까오카오의 경우, 질문 내용이 유형화되어 있지 않고
지문의 내용 파악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라도 질문할 수 있다. 표에서는 수능과의 비교를 위해
2009학년도의 문항들을 필자가 편의상 유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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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형식
유형

읽기

계

<표 Ⅱ-16>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의 읽기 문항 내용 유형
문제 내용 유형
문항 수 배점 지문 유형
시험 시간
지칭추론(This/These)[1]
1
2
지칭추론(He/She/They/It)
1
2
어법(box형)/어법(밑줄형)
2
4
어휘/그림 설명 어휘
2
5
주제(전체)
2
4
80-140단어
제목(전체)
2
4 내외의 설명문,
요지(전체)
2
4 논설문, 실용문 쓰기 간접
및 문학
평가 문항
글의 목적/글의 주장(전체)
2
3
포함
50분
필자의 심경 변화/분위기(전체) 2
4
내외
빈칸추론(단어/구/문장/접속사) 5
11
도표 내용일치
1
3
내용일치
2
4
300단어
내외의
장문독해
5
10 논설문, 설명문,
실용문
및 문학
29
59

위 두 가지 표를 비교해보면, 첫째로 이미 논의하였다시피, 전국권1의 영어 읽기 시험
에서는 문제 형식 유형에서 어법과 발음 지식 등을 읽기 과제 수행과 분리하여 평가하
는 문항이 있는 반면, 수능의 영어 읽기 시험에서는 읽기 과제와 통합된 형태로 어법 지
식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둘째, 수능의 경우에는 읽기 문항 유형, 문항 수와 질문 내용 및 발문 형식까지 정형
화되어 있는 반면에, 전국권1의 경우에는 어법, 1지문1문항, 1지문다문항(이해력 측정,
cloze test) 이렇게 유형별로 문항수와 배점은 정해져 있지만 질문 내용은 지문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된다는 점이 수능과 크게 다르다.
셋째, 읽기 문항의 구성에 있어 지문의 전체적인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가를 측정하는
문항(주제, 제목, 요지, 목적, 심경 등을 묻는 문항)의 배점에 있어 전국권1 시험의 경우
에는 10문항, 원점수 150점 만점 대비 7%의 비중으로 출제되는 데 반해, 수능의 경우에
는 10문항 이상으로 원점수 100점 만점 대비 20%의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다. 이는 수능
영어 시험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에 있어 글의 전반적인 내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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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시하는 학문적 입장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된다. <표 V-16>에서 ‘(전체)’라고 표시
한 문형의 배점에서 알 수 있듯이, 까오카오에서는 매 10번째 단어자리에 알맞은 표현
고르기 20문항을 제외하고 총 34개의 읽기 문항 중, 10개의 문항이 지문의 전반적인 내
용 이해를 요구하고 나머지 15개의 문항이 지문의 세부적이면서 1차적인 의미 이해를
측정하는 문제이다. 즉, 34개의 읽기 문항의 총점 54점 중 세부적이면서 1차적인 의미
이해를 묻는 문항의 배점이 81%를, 전반적인 내용 이해와 그에 대한 가치 평가를 요구
하는 문제가 19%를 차지하는 것이다. 반면에, 수능에서는 장문 독해를 제외한 총24개의
읽기 문항 중 8개의 문항이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문항으로 읽기 문항 총점 59점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미래 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가치 평가를 요구하는 추론이나 적용
과 같은 고차원의 사고력이 현재보다 많이 요구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까오
카오의 세부 내용을 묻는 문항보다는 고차원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도 중시하는 수
능의 접근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원점수 대비 배점 비율에서는 추론이나 적용과 같은 고차원의 사고력을 요구하
는 문항이 적은 편이지만, 문항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전국권1의 영어 읽기 시험에는 수
능에 없는 참신한 유형의 문항이 있다. 지문에서 이야기된 사건의 이유와 필자의 평가
입장을 묻는 두 유형이 그러한 문항인데, 이는 까오카오가 언어적 지식 측정에 있어 인
과 관계와 필자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을 중요한 사고력의 한 부분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2009학년도 까오카오 요강에 따르면 ‘말하는 자의 기도, 관점 및 방
법을 이해’하는 능력이 평가의 한 요소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능에서는 필자의 주장을
고르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비교해 볼 만하다. 까오카오가 지문의 내용을 통해 필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추론하도록 요구하는 관점을 묻고 있는 것은 주
장을 파악하는 것에서 나아가 관련 사안에 대해 필자의 입장(attitude)을 묻는다는 측면
에서 보다 고차원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필자의 입장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이러한 문항이 수능에 아직까지 도입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보다 시험의 객관성을 우선
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필자의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는가는 주관적인 판단의
타당성을 측정해야 하는데 이를 시험 문항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평가 형태
로만 수용할 수 있다는 수능의 출제 원칙은 계량적 평가의 한계로 남아 있다. 주관적인
해석의 차이가 개입하지 않는 객관적인 하나의 답안만을 위주로 한 문항 출제에서, 가장
합리적인 답안을 도출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사고력을 측정하는 개선된 형태의 시
험 유형 개발을 위해서는, 까오카오에서와 같이 사건의 이유와 필자의 관점에서 새로운
상황에 대한 판단을 적용하여 답을 요구하는 문항 유형은 앞으로 수능의 문항 유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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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있어 지속적으로 논의를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다섯째, 읽기 글감의 성격과 길이는 수능과 유사하다. 두 시험 모두 대체로 일상 생활
에서의 언어 사용과 관련 있는 소재 위주의 지문을 사용하고 있으며, 120단어 내외의 1
지문1문항용 지문과 300단어 내외의 1지문다문항용 지문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참고할 만한 중국 대입 영어 읽기 시험의 특성으로는 전국권2에서 사용한
긴 대화 완성하기 문형이다. 11회의 발화(turn)로 구성된 비교적 긴 대화의 중간 중간에
다섯 개의 빈칸을 제시하고 알맞은 문장을 찾도록 선택지로 준 일곱 개의 문장 중에서
다섯 개의 정답을 찾아 쓰도록 하는 문형이다. 대화의 응답을 묻는 질문이므로 말하기
간접 평가로 볼 수 있으며, 90단어 내외의 대화를 사용하고 있다. 하나의 대화 상황을
제시하고 그 마지막 응답을 묻는 수능의 문항 유형에 비해, 하나의 대화 상황에서 앞의
진행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빈칸의 뒤에 오는 대화의 내용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제한
하므로 말하기라는 표현 기능에 대한 평가보다 읽고 이해하는 기능에 치중한 성격을 띤
다. 따라서 말하기 간접 평가 문항으로서 적절한 문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선행
문항에 대한 정답을 찾지 못하면 뒤따라오는 문항에 대한 정답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하나의 대화 지문에 말하기 평가를 위해 여러 빈칸을 출제하는 방식보다는 현
재의 수능처럼 독립된 각각의 대화에 대해 마지막 응답을 완성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한
말하기 평가 방식이라고 판단된다.
끝으로 전국권1 시험의 읽기 문항을 각 문항 형식별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짧은 대화 완성하기
전국권1 21번은 1지문1문항 형식이고 배점은 1점이다. 이 문항은 ‘영어지식 응용’이라
고 명명된 영역의 첫 번째 문제로, 하나의 대화쌍의 첫 번째 발화(turn)를 들려주고 응
대하는 두 번째 발화(turn)에 들어갈 표현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다. 학생들이
주어진 표현의 언어 기능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려는 문항이다.
[전국권1 21번]
It looks heavy. Can I give you a hand?
A. No, thanks.
B. Yes, my pleasure.
C. No, never mind.
D. Yes, I do.

㉡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 고르기
22번에서 35번까지는 어법 및 어휘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제 유형으로 문항당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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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5점이고, 100～200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읽고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는 문항이다. 예를 들어 아래의 23번과 32번은 각각 형용사의 쓰임과 어휘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다.
[전국권1 23번]
How much
she looked without her classes!
A. well
B. good
C. best
D. better
[전국권1 32번]
Encourage your children to try new things, but try not to
A. draw
B. strike
C. rush

them too hard.
D. push

㉢ 매 10번째 단어 빈칸에 알맞은 단어 고르기
36번에서 55번까지는 1지문다문항 형식으로 문항당 배점은 1.5점이다. 이 문항은 한편
의 글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빈칸을 제시하고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쓰도록
하는 cloze test 형식을 활용한 문항 형태이다.
[전국권1 36∼38번]
The True Story of Treasure Island
It was always thought that Treasure Island was the product of Robert Louis Stevenson’s
imagination. 36
, recent research has found the true story of this exciting work.
Stevenson, a Scotsman, had lived 37
for many years. In 1881 he returned to
Scotland for a 38
.
36. A. However
B. Therefore
C. Besides
D. Finally
37. A. alone
B. next door
C. at home
D. abroad
38. A. meeting
B. story
C. holiday
D. job

㉣ 질문에 맞는 답 고르기
56번에서 75번까지는 1지문4문항 형식으로 문항당 배점은 2점이다. 이 문항은 읽기
평가에서 흔히 사용되는 질문 유형으로 읽기 지문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읽고 그에 알
맞은 답을 네 개의 선택지 중에서 고르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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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권1 64∼67번]
아래 문장을 읽고 A, B, C, D 중에서 가장 적합한 답안을 선택하여 답안지에 표기하시오.
We have met the enemy, and he is ours. We bought him at a pet shop. When monkey-pox,
a disease usually found in the African rain forest, suddenly turns up in children in the
American Midwest, it’s hard not to wonder if the disease that comes from foreign animals is
homing in on human beings. “Most of the infections we think of as human infections started
in other animals,” says Stephen Morse, director of the Center for Public Health Preparedness at
Columbia University.
It’s not just that we’re going to where the animals are, we’re also bringing them closer to
us. Popular foreign pets have brought a whole new disease to this country. A strange illness
killed Isaksen’s pets, and she now thinks that keeping foreign pets is a bad idea. “I don’t think
it’s fair to have them as pets when we have such a limited knowledge of them,” says Isaksen.
Laws allowing these animals to be brought in from deep forest areas with stricter control need
changing,” says Peter Schantz. Monkey-pox may be the wake-up call. Researchers believe
infected animals may infect their owners. We know very little about these new disease. A new
bug may be kind at first. But it may develop into something harmful. Monkey-pox doesn’t
look a major infectious disease. But it is not impossible to pass the disease from person to person.
64. We learn from Paragraph l that the pet sold at the shop may
.
A. come from Columbia
B. prevent us from being infected
C. enjoy being with children
D. suffer from monkey-pox
65. Why did Isaksen advise people not to have foreign pets?
A. They attack human beings.
B. We need to study native animals.
C. They can’t live out of the rain forest.
D. We do not know much about them yet.
66. What does the phrase “the wake-up call” in Paragraph 3 most probably mean?
A. a new disease
B. a clear warning
C. a dangerous animal
D. a morning call
67. The text suggests that in the future we
.
A. may have to fight against more new diseases
B. may easily get infected by diseases from dogs
C. should not be allowed to have pets
D. should stop buying pets from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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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문제 유형들을 중심으로, 까오카오의 영어 읽기의 특징을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의 읽기 시험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까오카오 읽기는 수능과 비교해 원점수 만점 대비 배점 비율이 57～63%로 수능
과 비슷하다.
• 전국권1과 전국권2의 시험에 있어 공통된 문항 유형은 주어진 문장의 빈칸에 알
맞은 단어를 골라 넣는 어법 및 단어 지식 평가 문제, 주어진 긴 글의 매 10번
째 단어에 해당하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고르는 cloze test를 활용한
문제, 그리고 지문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에 알맞은 답을 고르는 문제이다.
•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message)에 중점을 둔 읽기 활동의 틀 안에서 어법
과 어휘 지식을 측정하는 수능과 달리 중국의 대입 읽기 시험은 문장 내에서의
올바른 어휘 형태를 묻고 있다. 이는 실제 언어 사용과 유사한 과제를 통해 언
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최근의 언어 평가 방식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 까오카오에서 시도하고 있는 cloze test를 활용한 통합된 언어 사용 능력 평가는
그 타당도와 신뢰도를 결정하는 지문의 성격, 빈칸 간의 거리, 채점 방식, 응시
자의 언어 능숙도 수준에 따른 변별력 등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단계에서 평가
에 활용되면 좋을 것이다.
• 읽기 지문으로 출제되고 있는 글감의 특성과 길이는 중국의 대입 시험과 수능이
유사해 보이지만, 중국의 대입 영어 읽기 시험에서는 수능과 달리, 정형화된 질
문 형식과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문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질문한
다는 점과, 사고력 측정에 강조점을 두어 글을 읽고 종합 추론하여 답하여야 하
는 이유를 묻는 질문과 필자의 관점으로 보아 새로운 화제에 대해 어떻게 하겠
는가라는 종합적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특
성이다.
• 전국권2에서는 말하기 간접 평가를 읽기 영역에 포함하여 1지문5문항(원점수 만
점 대비 3%에 해당)형태의 4지선다형을 출제하고 있는데 수능에서는 구어적인
특성을 살려 듣기 영역에 포함하여 출제를 하며 1지문1문항 형태로 5문항(원점
수 만점 대비 10%)을 출제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각 평가 문항의 독립성과 말하
기의 구어적인 특성, 그리고 이해 능력이 아니라 표현 능력 측정이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수능처럼 듣기 영역에서 1지문1문항 형태로 출제하는 것
이 읽기 형식을 빈 말하기 간접 평가 문항으로서는 더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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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쓰기

전국권1과 전국권2의 영어의 쓰기 문항 유형을 정리하면 <표 Ⅱ-17>과 같다.
<표 Ⅱ-17> 2009년 까오카오 전국권1과 전국권2 영어의 쓰기 문항 유형

시간 평가내용

문항 유형

점수
∙문항에 따라 1점, 1.5점,
<주관식>
20점, 25점, 30점
∙주어진 문장의 오류 찾아 고쳐 쓰기(단답형,
읽기
어법 지식 평가, 전국권1)
∙총점
시험 영어
35점(전국권1)
포함하여 쓰기 ∙영어 문장의 일부 중국어로 준 단어를 영어로 55점(전국권2)
100분 능력 번역하여 쓰기(단답형, 전국권2)
내외
∙원점수 150점 만점
∙상황에 대한 설명 읽고 상황에 적절한 글 쓰기 대비 배점 비율
(에세이, 전국권1, 전국권2)
23%(전국권1)
37%(전국권2)

<표 Ⅱ-17>에서 알 수 있듯이, 까오카오에서는 쓰기 문항이 수능에서처럼 읽기 시험
영역에서 5지선다형으로 답을 고르는 형식으로 쓰기와 관련된 요소를 간접적인 형태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단답식과 에세이 형식으로 직
접 글쓰기를 요구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특성이다. 시험 시간은 읽기 시험과 함께 총
100분 내외가 주어지며, 문항 수와 배점은 시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전국권1의 경우
에는 단답형 10문항(총 10점)과 에세이 1문항(25점), 전국권2는 단답형 20문항(총 25점)
과 에세이 1문항(3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 시험 원점수 만점에서 이들 읽기 문항
들이 차지하는 배점 비율은 23% 내지 37%로 수능의 5문항이 10%의 배점을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여 까오카오에서 쓰기 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 쓰기 능력에 대해
직접 평가를 한다는 점, 그리고 배점에 있어서도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까
오카오가 쓰기 능력을 언어 사용 능력 평가에서 보다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이해 능력만큼 표현 능력을 증대하는 것이 언어 교육과 평가에 있어
중요하다는 다수의 인식에 비추어 바람직한 출제 양상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직
접적인 글쓰기를 통한 쓰기 능력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평가 내용의 타당성과 평가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다. 쓰기 평가 내용의 타당성
과 관련하여 2009년 까오카오 요강에는 ‘어법과 어휘를 정확하게 사용하며, 고정된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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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어휘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고 연관성 있게 표현하여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언급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수능과 마찬가지로 까오카오에서도 글쓰기의 정
확성과 함께 담화나 화용 차원의 응집성과 적절성이 평가의 요소로 포함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국의 영어과 교육과정인 ‘普通高中英語課程(中華人民共和國敎育部, 2003)’을 보
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학업 능력의 기준으로 보는 8급까지의 쓰기 교육과정에 카드나
편지글 쓰기, 도표의 내용 서술하기, 보고문 쓰기, 인물과 사건 묘사하기, 신청서와 이력
서 쓰기, 관점과 태도를 논하는 글쓰기 등을 기술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수능 출제의 근간이 되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심화독해와 작문’
이라는 교과의 평가상의 유의점을 이야기하면서 ‘요약하기, 편지쓰기, 소개하기 등의 과
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며, ‘한 문단 이상의 글을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
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쓰기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내용을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서식을 작성하거나 통신문을 쓴다.
• 다양한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글로 표현한다.
• 다양한 주제의 글을 읽고 적절한 결론을 추론하여 글을 완성한다.
•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쓴다.
(교육과학기술부, 2007)
위의 두 나라의 쓰기 능력 평가와 관련된 내용 기술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수능이
직접적인 글쓰기 평가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까오카오에서의 글쓰기에 관련된 출제
범위와 평가 요소에 대해 현재 한국의 교육과정에서의 쓰기 지도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
이 명시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구체적인 평가 내용의 기술은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에 도움이 되므로 수능의 경우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
지고 연구․개발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글쓰기 직접 평가 방식을 따를 경우 평가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까오카오도 TOEFL의 글쓰기 채점 방식을 활용하여 우선 채점자 훈련을
통해 채점자 간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과정을 마련한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 채점에서는
동일한 응시자의 글을 복수의 채점자가 채점한 것을 가지고 서로 유사한 점수를 얻게
되면 그 점수를 응시자의 글쓰기 점수로 확정하지만, 서로 다른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제3자가 채점하도록 하여 그와 유사한 점수를 응시자의 점수로 확정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서답형 답안에 대한 기계 채점 개발과 같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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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정확도가 높은 실용화된 작문 채점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채점자 인
력 개발과 채점자 간 점수 비교와 조정을 통한 채점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수능에서 글쓰기를 직접적인 평가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채점 인력의 대
규모 확충과 지속적인 채점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까오카오에서 사용되고 있는 글쓰기 평가 문항의 유형을 살펴보면, 단답형
으로는 전국권1의 경우에는 주어진 문장의 오류 찾아 고쳐 쓰기를, 전국권2의 경우에는
주어진 문장의 오류 찾아 고쳐 쓰기와 함께 영어 문장에서 일부 중국어로 준 단어를 영
어로 번역하기도 출제하고 있다. 에세이 유형으로는 전국권1과 전국권2 모두 상황에 대
한 설명을 읽고 상황에 적절한 100단어 내외의 글쓰기를 출제하고 있다.
까오카오의 쓰기 시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항 유형은 그림이나 글로 관
련 정보 및 글쓰기의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알맞은 글쓰기 과업을 제시하는 것이다. 언
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언어 사용 상황과 유사한 맥락을 제공하여 평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최근의 평가 동향(Bachman, 1990)을 반영하였다고 본다. 배점
에 있어서는 영어 시험의 150점 만점 대비 17～27%에 이르는 점수를 이들 문항에 배분
하고 있다. 이는 향후 수능에서 직접 글쓰기 과업을 통한 영어 쓰기 능력을 평가할 때
어느 정도의 비중을 어떤 형태의 문항으로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논의할 때 참고
할 만하다.
한편, 문장의 오류 찾아 고쳐 쓰기와 일부 단어 영어로 번역하기는 쓰기 평가 영역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수행하는 쓰기 활동이 내용 전달을 위해 이루어
지는 활동인데 반해 이들 두 문항 형식은 내용 전달을 위한 표현 활동이 아니라 해당
문장을 읽고 전달하려는 내용(message)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어휘나 어법을 기억해
적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쓰기 능력 측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읽기를 원활히 수행
하기 위한 어휘와 어법과 다른 성격을 갖는 표현 기능과 긴밀히 관련이 있는 어휘와 어
법에 대한 지식 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는가를 논의하면서 이러한 유형이 쓰기 능력
신장에 필요한 평가 유형으로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다음 <표 Ⅱ-18>과 <표 Ⅱ-19>는 문항의 특성을 질문 내용에 중점을 두어 비교하고
자 2009학년도 전국권1의 쓰기 문항과 2010학년도 수능 영어 시험의 쓰기 문항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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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8> 2009년 까오카오 전국권1 영어의 쓰기 문항 내용 유형

문제 형식 유형

문제 내용 유형

철자
부정사
형용사
시제
문장의 어법 동사 수 일치
(문장의 오류
찾아 고쳐 틀린 항목 없음
쓰기)29)
관사
수 일치
수동태/능동태
접속사
소계
에세이(상황에
대한 설명 읽고 집주인에게 메모 쓰기
적절한 글 쓰기)
소계
총계
구분

문항 수
1
1
1
1
1
1
1
1
1
1
10

배점
1
1
1
1
1
1
1
1
1
1
10

1

25

1
11

25
35

지문 유형

10∼20단어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문학

배점
2
2
4
2
10

읽기
시험
포함해서
100분
내외

100단어
내외의
실용문
-

-

<표 Ⅱ-19>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의 쓰기 문항 내용 유형

내 용
문항 수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1
고르기
문장의 적절한 위치 1
쓰기 주어진
고르기
(간접
평가) 글의 순서 배열하기
2
한 문장 요약의 빈칸에 들 1
어갈 말 고르기
계
5

시험 시간

지문 유형

시험 시간

80∼140단어
내외의 설명문, 읽기 평가 문항
논설문, 실용문 포함 50분 내외
및 문학

29) 전국권1 시험의 문장의 어법 틀린 것 고쳐 쓰기는 한 단락의 글을 10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문제를
출제하였다(아래의 문항 유형에 대한 세부 논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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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개의 표를 보면, 전국권1 시험에서는 어법에 정확한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편의 글을 읽어가며 10개의 문장들의 틀린 어구를 고쳐 쓰는 문제를 출제하고,
에세이 유형의 문제로 100단어 내외로 해당 장르의 실용문을 직접 쓰도록 하고 있다. 반
면 수능에서는 정확한 어법에 대한 평가는 쓰기 평가에서 따로 하지 않고 글쓰기에서
글의 흐름을 이해하고 조직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고르기,
주어진 문장의 적절한 위치 고르기, 그리고 글의 순서 배열하기를 출제하고 있다. 그리
고 요약문 완성하기에 해당하는 평가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고르기를 사용하고 있
다. 쓰기를 통한 글쓰기 능력 측정이라는 평가의 내용 타당도 및 구인 타당도 측면에서
는 까오카오의 에세이 쓰기 문항과 같은 직접 쓰기 문항 유형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거나 거의 완성된 요약문의 빈
칸에 들어갈 단어를 하나 고르는 등의 선택형 문제만으로 쓰기 능력을 평가한다고 하기
에는 미흡하다는 것은 학계에서 오랫동안 있어온 지적이기 때문이다(Lee, 2009).
한편, 전체 영어 시험 원점수 만점 대비 배점 비율을 보면 전국권1의 경우에는 정확
한 어법에 맞는 어구 쓰기에 7%정도를, 에세이 점수로 17%정도의 점수를 배분하고 있
다. 이에 비해 수능에서는 쓰기 간접 평가 문항에 영어 시험의 원점수 만점 대비 총
10%의 점수를 배분하고 있어, 쓰기 능력 평가의 요소를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요소별
점수 배분에 있어서도 언어 사용 현실에 비추어 쓰기 능력에 얼마만한 점수 배분을 하
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갖고 그에 따른 상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전국권1 시험의 쓰기 문항을 각 문항 형식별로 예시문항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문장의 어법 오류 고쳐 쓰기
76번에서 85번까지는 1지문10문항 형식으로 문항당 배점은 1점이다. 전국권1에서는
한편의 글을 10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문항을 구성하여 어법상 틀린 어구를 바르게 고쳐
쓰도록 요구하고 있다. 전국권2에서는 이보다 단순하게 서로 무관한 10개의 문장을 주고
어법상 틀린 것을 고쳐 쓰도록 요구하는 문형을 출제하고 있다.
[전국권1 76∼85번]
아래의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수정하시오. 매 문항에서 틀린 부분이 없으면 답안지의 해당 부분에
(√)를 표기하고 틀린 부분(한 행에 틀린 부분은 하나뿐이다)이 있으면, 수정한 내용을 답안지의
해당 부분에 적어 넣으시오. 한 행에 필요 없는 어휘가 있으면, (＼)로 표기하고, 한 행에 필요한
어휘가 빠졌으면 (∧)로 표기하고 추가하시오. 틀린 부분이 없는 행은 수정하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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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five years away in may hometown, I find that
the neighborhood which I used to living in has changed
a lot, The Sichuan Restaurant and the older fish shop
across the street from our middle school were gone.
......

76.
77.
78.
80.

㉡ 상황에 맞는 메모 쓰기
에세이는 배점이 25점이다. 전국권1과 전국권2의 시험 모두 상황을 제시하는 형태로
쓰기 활동의 맥락 정보를 제시하고 에세이를 쓰도록 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전국권1 에세이 문항]
당신 이름은 Li Hua라고 가정한다. 현재 영국에서 영어 연수를 받고 있는데, 영국인의 집에서 살
고 있다. 오늘은 집주인 Mrs. Wilson이 집에 없다. 당신은 외출할 일이 있어서 Mrs. Wilson에게
메모를 남기려고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쇼핑하러 간다.
2) 집 주인 대신 책을 반환한다.
3) Tracy가 전화해서 Mrs. Wilson에게 전해 달라는 말이 있었다.
- 커피숍(Bolton Coffee)에서 만날 약속 취소
- 이 일은 이미 Susan에게 알려 주었음.
- 될수록 빨리 전화로 회답할 것.
답안 작성 시 주의 사항
1) 글자 수는 100개 내외의 어휘.
2) 문장이 유창하도록 세부 내용을 다소 추가할 수 있음30).

이상의 문제 유형을 중심으로, 까오카오의 영어 쓰기의 특징을 수능 외국어(영어) 영
역의 쓰기 시험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까오카오는 쓰기 문항을 단답식과 에세이 쓰기 등의 형식으로 출제하여 응시자
로 하여금 직접 글을 써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글을 평가자가 채점하는 과정을 통
해 글쓰기 능력을 직접적으로 측정한다는 점이 선택형 문제를 통해 간접적인 방
30) 이 문항의 지시문과 정보는 영어 고유명사(등장인물 및 카페의 이름 포함)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
국어로 제시된 것을 논의의 편의상 한국어 번역으로 제시한 것이다.
Ⅱ. 영역/과목별 문항 분석
l

87

식으로 쓰기 능력을 파악하는 수능과 다르다. 쓰기 능력 측정이라는 평가 목표
와 내용 및 구인 타당도 면에서 까오카오의 글쓰기 직접 평가 방식이 더 바람직
하다고 본다.
• 까오카오는 쓰기 문항의 배점이 영어 시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능의 경
우보다 훨씬 높다. 수능이 10%인 데 반해, 까오카오에서 쓰기 평가에 부여한 배
점은 23～37%에 이른다. 언어의 네 기능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글쓰기 교육과 평가의 비중은 한국의 교육에 있어서도 증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까오카오는 출제 범위에 어느 종류의 글을 쓸 수 있어야 하는가가 한국의 수능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기 능력을 요구
하는 활동이라는 대전제를 문항으로 구현하기에 용이하다.
• 전국권2 시험의 문장 오류 쓰기와 단어 번역하기와 같은 문항은 기본 어휘와 어
법에 대한 평가로 글쓰기 능력의 직접적인 평가로 보기 어려우나 응시자의 수준
에 따른 쓰기 능력 교육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취지를 이해할 만하다.
• 전국권1 시험의 문장 오류 쓰기를 보면 개별 문장이 아니라 한편의 글을 읽고
오류를 찾아 고쳐 쓰는 문제인데, 어법을 글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며 적용하여
고쳐 쓰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어법 문제라고 하겠다.
• 에세이 쓰기는 그림 설명을 포함하여 전국권1과 전국권2의 시험 모두에서 공유
하고 있는 문항 유형이다. 글쓰기의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글의 종류
를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출제함으로써 응시자가 학
교에서 학습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인 쓰기 능력을 발
휘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문항 유형으로 생각된다. 다만, 채점의 공정
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채점자 교육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채점자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의 운용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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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탐구 영역

가. 시험 구성 및 특징
(1) 출제의 기본 원칙

중국 까오카오에서 우리나라 수능 사회탐구 영역과 유사한 영역은 문과종합이다. 문
과종합의 성격과 출제 원칙을 파악하기 위해 까오카오 문과종합 요강을 참고하였다. 요
강에서는 문과종합의 목표를 “문과종합 능력 시험은 역사, 지리, 정치 각 학과 지식에
대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파악을 강조한다. 시험은 학과와 학과 사이의 관계를 반영하
고, 문제를 다층적이고 다각도로 분석하여 해결하는 사유 능력을 중시한다.”고 제시하였
다. 목표 면에서 문과종합은 역사, 지리, 정치의 학과 지식을 시험 범위로 하며 다층적․
다각도로 분석․해결하는 사고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검증 목표와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 검증 목표는 시험에서 측정할
능력의 달성 목표를 종합한 것이며, 요구는 목표에 따른 단계별, 수준별 범주를 각각 나
타낸 것이다. 까오카오 요강에서 정한 목표와 요구는 <표 Ⅱ-20>과 같다.
<표 Ⅱ-20>과 같이 문과종합의 목표는 ‘정보 획득과 해독’, ‘지식의 동원과 활용’, ‘사
물의 묘사와 논술’, ‘문제의 논증과 연구 토론’ 등 4가지로 나뉜다. 목표별로 요구 수준은
3단계로 나뉘며 Ⅰ에서 Ⅲ으로 갈수록 높은 수준이다. 까오카오 요강에 의하면 문과종합
은 <표 Ⅱ-20>에서 제시한 목표와 요구 수준을 교육과정의 기초 지식 및 기본 기능의
파악과 연결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검증 목표는 수능의 행동 영역 목표를 제시하는 것과 유사하다. 요구는 검증 목표를
수준별로 제시한 것이지만 수능에서는 이와 같은 수준 구분을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
지 않다. 한국의 경우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기준을 제시하므로 평가기준과
유사한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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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0> 2009년 까오카오 문과종합의 목표와 요구

검증 목표

요구

Ⅰ

Ⅱ

정보 획득과
해독

문제가 제시하는 정보 정보에서 유효한 내용
를 파악하고, 문제의 요 과 가치를 뽑아내고 그
구 사항과 시험 의도를 를 분석하고 종합한다.
이해한다.

지식의 동원과
활용

배운 지식과 문제의 형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식․내용 사이에 정확 정확하게 사용하여 문
한 연계를 세운다. 제를 인식하고 설명한다.

사물의 묘사와
논술

사물 현상을 올바르게 사물의 본질과 법칙을
서술하고, 사물의 특징 파악하고, 정확한 설명
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을 제시한다.
해석한다.

문제의 논증과
연구 토론

판단, 귀납, 연역, 비교,
개괄 등의 방법론을 사
용하여 문제를 논증한다.

(2) 출제 범위

논증 과정에서 관점을
명확히 하고, 서술을 분
명히 하고, 논리를 엄밀
하게 한다.

Ⅲ
관련된 학과의 정보를
조직하고 사용하여 종
합적인 정보 해독을 만
든다.
학과의 상호 침투를 드
러내고, 관련된 학과의
지식 원리를 이용하여
문제를 분석한다.
변증적으로, 역사적으
로 사물을 고찰하고, 사
물에 대해 학과나 복합
학과적 묘사와 설명을
사용하여 의미를 완전
하게 한다.
관련 학과의 원리와 방
법을 종합적으로 사용
하여 문제를 논증하고,
탐구하고, 창조적인 생
각을 드러낸다.

우리나라의 수능과 까오카오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시험 과목과 출제 내
용 범위가 정해진다. 양국의 교육과정이 다르므로 시험 과목과 내용도 차이가 있다. 수
능 사회탐구 영역은 사회과 심화선택과목 9개 과목(‘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
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 국민공통 기본과목인
‘국사’ 과목과 도덕과의 심화선택과목인 ‘윤리와 사상’, ‘전통윤리’ 2과목을 묶은 ‘윤리’ 과
목을 포함해서 모두 11개 과목이 시험 과목이다. 학생은 이 중 보통 4～5개 과목을 학교
에서 이수하며, 2010년 현재 수능에서는 11개 과목 중 최대 4개 과목까지 응시할 수 있다.
중국의 고등학교(高中) 교육과정은 ‘언어와 문학’, ‘수학’, ‘인문과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체육과 건강’, ‘종합실천활동’ 등 8개 학습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표 Ⅱ
-21>과 같이 문과종합 3개 과목은 ‘인문과 사회’에 속해 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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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과와 사회과에 해당한다. ‘사상정치’, ‘역사’, ‘지리’ 3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이것
이 그대로 문과종합 과목이 된다.
<표 Ⅱ-21> 중국 고등학교(高中) 문과종합 과목의 교육과정
학습영역

과목
사상
정치

필수이수
학점
8

인문과 사회 역사

6

지리

6

선택이수 학점Ⅰ

선택이수 학점Ⅱ

사회의 인재 다양화의 수요에 근
거하여 학생의 서로 다른 잠재능
력과 발전 수요에 부응하고, 공
통 필수 과목의 기초 위에서 각
교과 교육과정 표준 분류와 유형
을 나누고 수준을 나누어 약간의
선택 이수 단위를 개설하여 학생
이 선택하도록 한다.

학교는 해당 지역 사회, 경
제, 과학기술, 문화발전의
수요와 학생의 흥미에 근거
하여 약간의 선택 이수 단
위를 개설하여 학생이 선택
하도록 한다.

* 출처 : 정영근 외(2009)

까오카오 요강에서는 구체적으로 시험 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나 분량 관계상 큰 항목
을 중심으로 <표 Ⅱ-22>로 요약했다. 이를 통해 문과종합에서 다루는 시험 내용의 대략
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시험 범위가 중국 고등학교에서 필수로 가르치는 내용이다. 중국
고등학교 교육 내용은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차이가 있으므로 면밀히 살피기보다는 내용
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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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2> 2009년 까오카오 문과종합의 범위(요약)

정치
제1부 경제상식
1. 상품과 상품경제
2. 사회주의 초급 단계의 경제
제도와 사회주의 시장경제
3. 기업과 경영자
4. 산업과 노동자
5. 재정 수입과 납세인
6. 은행과 예금자
7.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과 소비자
8. 현대 세계 시장과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제2부 철학상식
1. 유물론
2. 변증법
3. 인식론
4. 인생관과 가치관

역사
제1부 중국고대사
1. 진나라 이전 시대
2. 진, 한
3. 삼국, 진, 남북조
4. 수, 당
5. 오대, 요, 송, 하, 금, 원
6. 명, 청（아편전쟁 이전）
제2부 중국 근대․현대사
1. 중국 근대 반식민지 반봉건사
회의 시작
2. 중국자본주의의 탄생, 발전과
반식민지 반봉건사회의 형성
3. 자산계급 민주혁명과 청조의
멸망
4. 북양 군벌의 통치
5. 신문화운동과 중국공산당의 탄생
6. 국공 양당의 십년 대치
7. 중화 민족의 항일전쟁
8. 인민해방전쟁
9. 인민민주정권의 공고화와 사
회주의로의 이행
10. 사회주의 건설 모색 과정에
서의 굴곡 발전
11.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
로운 국면

제3부 정치 상식
1. 우리나라의 국가제도
2. 우리나라의 정당과 정당제도
3. 우리나라의 민족과 종교
4. 국제 사회와 우리나라의 대외 제3부 세계 근대․현대사
정책
1. 유럽에서 자본주의의 흥기
2. 유럽과 아메리카의 자본가 계
급 혁명
3. 자본주의세계체제의 초보적 형
성과 사회주의 운동의 발전
4. 독점 자본주의의 형성
5. 17세기에서 20세기 초의 자연
제4부 시사 정치
1. 연도 사이의 국내외 중요한 과학
시사(전년도 4월에서 시험을 6. 러시아 10월 사회주의 혁명과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
치는 해의 3월까지)
2.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7.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자본주
현단계 기본 노선과 중요 방 의 세계
8. 제2차 세계대전
침․정책
9.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
10. 세계 구조의 변화
11. 현대 과학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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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제1부 자연지리와 지도
1. 우주 속의 지구
2. 대기
3. 해양
4. 육지
5. 지도
제2부 인문지리
1. 인류의 생산 활동과 지리배경
2. 인구와 환경
3. 인류의 거주지 - 취락
4. 인류 활동의 지역 연계
5. 문화 경관
6. 관광과 환경
7. 세계 정치와 경제 구조
8. 인류가 직면한 환경 문제와
지속적 발전

제3부 세계지리
1. 세계 지리 개황
2. 세계의 지리 구분
3. 세계 주요 국가의 지리적 특징
제4부 중국 지리
1. 중국의 영토와 행정 구역
2. 중국의 민족
3. 중국의 지형
4. 중국의 기후
5. 중국의 하천과 호수
6. 중국의 구역 차이
7. 북방지구
8. 남방지구
9. 서북지구
10. 청장지구
11.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와 타이완 성
12. 중국 국토의 관리와 개발

첫째, 정치 과목에서는 경제 상식, 철학 상식, 정치 상식, 시사 정치 등의 4가지 영역
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경제와 철학(윤리)을 정치 과목의 하위 영역에 두었으
며, 시사 정치라는 영역을 두어 국내외의 중요한 시사 문제와 중국 정부의 현재 노선을
다루고 있는 것도 특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정치 과목은 수능의 윤리와 일반
사회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역사 과목에서는 중국 고대사, 중국 근대․현대사와 세계 근대․현대사 3가지
영역을 다루고 있다. 중국은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初中)에서 중국 고대사, 중국 근대
사, 중국 현대사, 세계 고대사, 세계 근대사, 세계 현대사를 학습하고 다시 고등학교에서
중국 고대사, 근대․현대사와 세계 근대․현대사를 학습하게 된다. 과목명에서 보듯이
시간 흐름에 따른 통사 구성을 보이고 있다. 시험을 보는 3과목을 보면 세계사보다 중국
사의 비중이 다소 높고 근현대 비중도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역사 학습에서
기본적인 역사지식의 습득, 문제 분석과 해결 능력, 애국주의 등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지리 과목에서는 크게 자연지리와 지도, 인문지리라는 계통지리적인 분류와 세
계지리, 중국지리라는 지역지리적인 분류를 기준으로 시험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계통
지리와 지역지리를 함께 구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그러나
계통지리 분야에서 지구과학적 내용을 포함한 자연지리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지도 부분을 따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과 인문지리 분야의 모든 영역을 골
고루 다루고 있다는 점, 중국지리에서 전 국토의 구체적인 지역까지 상세하게 다루는 점
등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3) 검사지 구성

<표 Ⅱ-23>은 2009년 까오카오 전국권1과 전국권2 문과종합의 문제 유형, 문항 수와
배점 등을 살펴본 것이다.
문과종합의 시간은 총 150분이며, 점수는 300점 만점이다. 시험은 1권과 2권으로 크게
구분된다. 1권은 선택형으로 4지선다형이며 2권은 종합형으로 주제가 통합적이며 서술형
문항이다. 전국권1, 전국권2 검사지의 선택형은 지리 11문항 44점 배점, 역사 12문항 48
점 배점, 정치 12문항 48점 배점으로 전공 영역별 문항 수 배분이 거의 유사하였다. 종
합형은 전국권1, 전국권2가 대제(大題) 4개씩에 문항 수가 각각 16문항과 17문항이고 배
점은 160점이었다. 각 대제의 배점은 하위 문항별로 상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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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3> 2009년 까오카오 문과종합 검사지 구성 분석
구분

1권
(선택형)

전국권1
11(44)
12(48)
12(48)
35(140)
4
16(160)
150분

지리
역사
정치
계
대제 수
세부 문항 수

2권
(종합형)
시험 시간
※ 숫자는 문항 수, ( ) 안의 숫자는 배점임.

전국권2
11(44)
12(48)
12(48)
35(140)
4
17(160)
150분

<표 Ⅱ-24>는 <표 Ⅱ-23>에서 소개한 검사지를 문항 유형별로 분석해 본 것이다.
<표 Ⅱ-24> 2009년 까오카오 문과종합 선택형 문항의 유형 분석
과목
지리

정답/합답

역사
정치
계
지리

단독/세트(세트수)

역사
정치

계
※ 숫자는 문항 수, ( ) 안의 숫자는 배점임.

유형
정답
합답
정답
합답
정답
합답
정답
합답
단독
세트
단독
세트
단독
세트
단독
세트

전국권1
11
0
12
0
3
9
26
9
0
11(4)
12
0
10
2(1)
22
13(5)

전국권2
11
0
12
0
1
11
24
11
0
11(4)
12
0
8
4(2)
20
15(6)

문과종합 선택형 문항은 모두 4지선다형이며 별도의 제시문은 없다. 문두는 최선답형
과 부정형이 없고 불완전한 문장으로 끝맺으면서도 물음표가 없다. 이것은 중국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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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가령 전국권1의 35개 문항을 살펴보면, 동사 是(～이다)로
끝나는 문두가 13문항이고, 爲(～하다, ～되다)로 끝나는 문두가 4개나 있었다. ～이다.
～하다. ～되다. 에 이어지는 문장을 옳게 완성하는 방식으로 답지가 진술된다. 동사 뒤
에 답지를 붙이면 문장이 완성되는 형식인 것이다. 이밖에 동사로 看出, 表明, 說明 등도
사용되었고 비교하는 대상을 찾는 位于, 有利于, 相比, 特, 自 등의 어구도 사용되었다.
하지만 아래 문항 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중국어 문장을 우리말로 표현하기 곤란하므로
우리에게 익숙한 불완전 문장으로 끝나는 문두에 물음표를 붙이는 식으로 번역하였다.
까오카오 문과종합 문항은 불완전한 문장인 문두에 이어지는 답지를 고르도록 하기
때문에 모든 문항이 완성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문항 유형으로 구
분하지 않고 앞의 <표 Ⅱ-24>와 같이 1개의 정답을 고르는 정답형과 2개의 정답을 고
르는 합답형 등 2가지로 구분하였다. 또한 하나의 주제에 하나의 문항으로 구성되는 단
독형과 하나의 주제에 여러 문항으로 구성되는 세트형으로도 유형을 구분하였다.
<표 Ⅱ-24>를 보면, 지리, 역사, 정치 과목에 따라 문항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정
답/합답형 구분에서는 지리와 역사 과목이 주로 정답형으로 구성된 것에 비해서 정치
과목은 합답형이 많이 출제되었다. 단독/세트형 구분에서는 역사 과목은 단독형이 많이
출제되었지만, 지리 과목은 모두 세트형으로 출제되었다. 정치 과목은 단독형을 중심으
로 출제하되 세트형을 적절히 배분하였다. 정답/합답형 답지 구성과 단독/세트형 구분
방식에서 과목별로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하여 출제하기보다는 지리, 역사, 정치 과목별
로 특성에 맞게 출제하고 있는 것이다.
나. 문항 분석
(1) 문항 분석의 방법과 절차

문항 분석을 위해 2009년에 시행된 전국권1, 전국권2 검사지를 번역하였으며, 각 과목
별로 3명의 교수 또는 교사와 1～2명의 평가원 연구원의 협의를 통해 문항을 분석하였
다. 협의회는 2차에 걸쳐 진행했는데, 1차에서는 검사지 문항 전체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평가원 연구원이 원고를 작성한 후 2차에서 원고를 검토하였다.
문항을 분석할 때에는 문항의 문두와 답지 등의 문항 구성, 배점, 평가 요소를 중심으
로 전체 문항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중 특이 사례나 전형적 사례 문항
에 대한 집중 분석을 통하여 문과종합이 수능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 문항은 전국권1, 2권 선택형 문항 70개(지리 영역 22개, 역사 영역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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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역 24개) 및 종합형 문항 22개(지리 영역 10개, 역사 영역 4개, 정치 영역 8개)이다.
(2) 문항 분석 결과

① 지리

선택형 문항은 대부분 지시문에서 정보를 제시한 후 필요한 경우 그래프와 지도 자료
를 제시한 다음 문두와 선택지로 구성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리 영역은 대부분 세
트형 문항이었으며 단독형 문항은 없었다. 1개의 정답을 고르는 정답형이 일반적이다.
<표 Ⅱ-25>와 같이 문항의 배열은 중국 지역 지리의 특성에 대해 먼저 배치한 후 세계
지리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문항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종합형 문항에서는 역사적 내용
과 지리적 특성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형식의 문항이 출제되고 있는데 이는 지
리교육의 본질에 접근하는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지리 교육과정 내용 구성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겠다.
<표 Ⅱ-25> 문과종합 지리 영역의 문항 구성․요소

문항
번호
1, 2
3, 4, 5
선택형
전
6, 7, 8
국
1
9, 10, 11
권
36
⑴～⑶
종합형
39
⑴, ⑶
1, 2, 3
전
국 선택형 4, 5
2
6, 7, 8
권
9, 10, 11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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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구성 문항수 배점
내용 및 평가요소
지시문-그래프- 2
8 중국의 인구구조
선택지
지시문-등압선- 3
12 세계의 자연(대기대순환)
선택지
지시문-종단해석 3
12 지형과 관련된 도해력
도-선택지
지시문-표(토지면 3
및 지형과 토지이
12 환경지리
적구성)-선택지
용에 대한 도해력
대제-자료(2개)- 3
계절적 변화와 인간
36 기후의
문항(3개)
생활(나일강유역을 사례로)
대제-연표, 지도- 2
지리적 특
20 중앙아시아지역의
문항(6개)
성 이해
지시문-선택지
3
12 공업의 입지
지시문-인구변화 2
8 인구 변화
그래프-선택지
지시문-등압선도 3
읽기), 기후
12 도해력(지형도
- 선택지
변화의 이해
지시문-선택지
4
16 지구의 자전과 달의 위상변화

<표 Ⅱ-25> 계속

문항
번호
36
전
⑴～⑶
국 종합형
2
39
권
⑷, ⑹
구분

문항 구성 문항수 배점
내용 및 평가요소
대제-자료(2개)- 3
화훼산업 발달의
36 에콰도르의
문항(3개)
지리적 조건 이해
대제-자료(2개), 2
형주 지구의 지리적 특
22 중국
지도-문항(5개)
성 이해

문과 종합의 지리 영역에서 평가하는 요소는 주로 산업, 인구, 지형, 기후 분야에 치중
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도 인문지리 보다는 자연지리 문항의 비중이 더 커 우리나라 수
능에서 다루는 평가 요소 및 내용보다는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 도표
에서 제시한 32개 문항 중 선택형 22개 문항을 <표 Ⅱ-26>과 같이 평가 요소별로 구분
해 보았다. 평가 요소로 다룬 내용은 광범위한 지리 분야의 내용을 고르게 다루고 있는
출제 범위와 달리 지리 영역 내용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
국2권의 경우 우리나라 지리 영역 교육과정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는 자연과학적 내용
요소까지 다루고 있어 매우 독특한 특징을 보였다.
<표 Ⅱ-26> 문과종합 지리 영역 선택형 문항의 과목별 출제 문항수․비율
과목
자연지리와 지도
인문지리
세계지리
중국지리
합계

전국1권
문항 수(%)
6(55)
1(9)
2(18)
2(18)
11(100)

전국2권
문항 수(%)
6(55)
2(18)
2(18)
1(9)
11(100)

② 역사

선택형 문항은 지시문에서 정보와 문제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표 Ⅱ
-27>과 같이 역사 영역은 단독형 문항이고 세트형 문항은 없다. 1개의 정답을 고르는 정
답형이 일반적이다. 문항의 배열은 중국 고대사, 중국 근․현대사, 세계 근․현대사의 과
목 순서를 먼저 고려하고 각 문항은 시간순을 고려하여 배열하였다. 선택형 문항 대부분
은 지시문-답지의 구성을 보이지만, 일부 문항의 경우 표 또는 지도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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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7> 문과종합 역사 영역의 문항 구성․요소
구분

전
국
1
권

선택형

종합형

전
국
2
권

선택형

종합형

문항
번호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7
39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7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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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구성
문항수 배점
내용 및 평가요소
지시문-답지
1
4 성씨의 유래
지시문-답지
1
4 한(漢)의 통일
지시문-답지
1
4 남북조 문화
표-지시문-답지
1
4 한～송 시기 인구 변화
지시문-답지
1
4 요, 금, 서하의 공통점
지시문-답지
1
4 제2차 아편전쟁
지시문-답지
1
4 신문화 운동
지시문-답지
1
4 항일전쟁과 공산당의 활동
지시문-답지
1
4 대혁명 이전 프랑스 사회
지시문-답지
1
4 미국 독립 혁명
지시문-답지
1
4 산업혁명
지시문-답지
1
4 20세기 세계화
대제-자료(3개)- 3
32 역대 조세 제도의 변화와 특징
문항(3개)
대제-연표, 지도- 6
60 오이라트 부족의 귀환
문항(6개)
지시문-답지
1
4 성씨의 유래
지시문-답지
1
4 수, 당 시기 상업 경제
지시문-지도-답지 1
4 명, 청 시기 대외 전쟁
개방에 따른 경제 구조
표-지시문-답지
1
4 개혁
의 변화
지시문-답지
1
4 영국의 산업혁명
지시문-답지
1
4 미국 독립 혁명
지시문-답지
1
4 영국의 인도 식민 정책
지시문-답지
1
4 독일의 통일
지시문-답지
1
4 20세기 세계 질서의 변화
지시문-답지
1
4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
지시문-답지
1
4 2차 대전 이후의 아시아 사회
지시문-답지
1
4 현대화에 따른 변화
대제-자료(3개)- 3
32 국학론과 신문화운동
문항(3개)
대제-자료(2개), 5
지역을 둘러싼 역사,
40 형주
지도-문항(5개)
지리 결합

문항이 다루는 내용은 교육과정에 따라 중국 고대사, 중국 근․현대사, 세계 근․현대
사에 기반하고 있다. 24개 문항을 과목별로 구분해 본 것이 <표 Ⅱ-28>이다. 표에서 나
타나듯이 역사 영역이 다룬 내용은 과목별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전국1권의 경
우 중국사의 비중이 높고 세계사의 비중이 낮은 반면에 전국2권의 경우는 중국사의 비
중이 낮고 세계사의 비중이 높다. 전국1권은 3과목별로 비중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전국2권의 경우는 중국 근․현대사에서 1문항밖에 출제되지 않아 불균형이 심하
였다.
<표 Ⅱ-28> 문과종합 역사 영역 선택형 문항의 과목별 출제 문항수․비율
과목
중국 고대사
중국 근․현대사
세계 근․현대사
합계

전국1권
문항 수(%)
5(42)
3(25)
4(33)
12(100)

전국2권
문항 수(%)
3(25)
1(8)
8(67)
12(100)

③ 정치

문항의 구성 체제 면에서 전국 1, 2권의 선택형과 서술형 문항 모두 지시문에서 정보
(짧은 자료)와 문두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세트형 문항의 경우에도 두
문항과 모두 관련되는 자료(모자료)를 먼저 제시하고, 개별 문항의 지시문을 별도로 두
는 형태를 취하면서 지시문에서도 정보가 제시된다는 측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 정치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과 달리 합답형 문항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는데, 수능처럼 보기를
제시하지 않고, 지시문 아래 선택지를 주고 이 선택지를 2개씩 묶어서 답지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문항의 내용면에서는 ‘정치’라는 과목명과 달리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법, 철학, 시사
문제 등 매우 다양한 내용 영역에 걸쳐 문항이 출제되었다. 특히 정치 영역과 더불어 경
제 영역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사회 체제가 정치와 경제가 분리
되는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라 정치와 경제가 통합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전국 1, 2권의 문항 구성 체제와 문항 번호 수, 배점,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Ⅱ
-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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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9> 문과종합 정치 영역의 문항 구성․요소

구분

전
국
1
권

선택형

문항
번호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종합형

전
국
2
권

선택형

38
24
25
26,
27
28,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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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구성
문항 수
지시문-답지(정답형) 1
지시문-답지(정답형) 1
지시문-선택지-답지 1
(합답형)
지시문-답지(정답형) 1
지시문-선택지-답지 1
(합답형)
지시문-선택지-답지 1
(합답형)
자료, 지시문-선택지
-답비(합답형), 지시문 2
-선택지-답지(합답형)
지시문-선택지-답지 1
(합답형)
지시문-선택지-답지 1
(합답형)
지시문-선택지-답지 1
(합답형)
지시문-선택지-답지 1
(합답형)
대제-자료(3개)-문항 4
(4개) (서술형)
지시문-답지(정답형) 1
지시문-선택지-답지 1
(합답형)
자료, 지시문-선택지
-답지(합답형), 지시문 2
-선택지-답지(합답형)
자료, 지시문-선택지
-답지(합답형), 지시문 2
-선택지-답지(합답형)
지시문-선택지-답지 1
(합답형)

배
점
4
4
4
4
4

내용 및 평가요소
노동생산성과 판매수입
세금과 영수증
노점상 영업 행위의 규범화
농산물 저장과 농민의 수입
금융위기와 대처 방안

4 자연 재해와 인류 진보
청부제와 치부, 정책
8 농가
결정과 지역 경제의 발전
최저임금제
4 인민대표회의와
폐지
4 국가주석의 권한과 법률 제정
정부지도자 직
4 민주당파의
무와 정치 참여
동남아시아 연합의
4 중국와
국제관계

32 가뭄과 가뭄방지 문제
4 상품 가치와 노동 생산율 변화
4 과경 무역의 인민폐 결산
가전제품의 농촌 공급 결
8 과, 불법 판매와 소비자의
권리
효과와 사물 변화
8 개구리
이치, 위기와 편안함의 관계
4 중국의 변화와 철학적 인식

<표 Ⅱ-29> 계속

구분

전
국
2
권

선택형

종합형

문항
문항 구성
문항 수
번호
31 지시문-선택지-답지
1
(합답형)
32 지시문-선택지-답지
1
(합답형)
33 지시문-선택지-답지
1
(합답형)
34 지시문-선택지-답지
1
(합답형)
35 지시문-선택지-답지
1
(합답형)
38 대제-자료(1개)-표4
문항(4개) (서술형)

배
내용 및 평가요소
점
4 호양수와 중화민족의 정신
조직과
4 인민대표대회제도의
활동의 기본 원칙
4 정치협상회의의 의안 제출
구역 자치 제도와 자치
4 민족
기관의 권한
4 중국의 국제 평화 유지 활동
변화와 농업 발전
32 농촌의
정책 분석

정치 영역에서는 24개의 선택형 문항 중 지시문, 선택지, 답지 등으로 구성된 합답형
이 20문항, 지시문과 답지만으로 구성된 정답형이 4문항 출제되어 문항 유형 면에서는
합답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단독/세트형으로 문항 유형을 구분해 보면, 자료를
먼저 제시하고, 자료와 관련된 지시문, 선택지, 답지 혹은 지시문, 답지 등 2개 문항으로
구성된 세트형 문항이 세 세트(6문항) 출제되어 단독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시문은 간단한 글 자료와 발문을 종합한 형태로 중국의 선택형 문항의 특성을 보여
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세트형 문항의 앞에 제시되는 자료의 경우에
도 간단한 글 자료와 하위 문항의 범위를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선택지는 ①,
②, ③, ④ 등 4가지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답지는 A, B, C, D 등 4가지로 제공
하고 있었다. 수능의 5지 선다형이나 일본 대입 문항의 다양한 선택형과 달리 4지 선다
형 문항으로 통일되어 있다. 또한 합답형의 경우에도 선택지를 2개씩 묶은 답지들로만
출제하여 수능에서와 같이 선택지 2개와 3개를 혼용하여 답지를 구성한 경우가 없다는
점도 또 다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역사나 지리 영역에서는 지시문이나 자료를 글과 함께 그림 또는 도표로 제시한 경우
가 있으나, 정치 영역의 경우 전국 2권의 서술형 문항을 제외하고는 그림이나 도표를 찾
아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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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항 사례

① 지리

주로 지시문과 그래프, 지도, 도표 등의 자료, 그리고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정
답형의 문두로 이루어진 2~3개의 문항이 묶여진 세트형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도해력과
자료 분석력 등을 주요 기능 목표로 삼는 지리교육적 특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문항의 내용면에서는 계통지리적 내용에서는 인문지리적 내용보다는 자연지리적 내용의
비중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계통지리적 내용에 비해 그 비중이 현저하게
낮지만 지역지리적 내용에서는 세계지리적 내용과 중국지리의 내용이 유사하게 출제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영역과 주제에 걸친 통합적인 문항의 경우
에는 종합형에서 주로 출제 되었는데 대부분 인문지리와 중국지리의 내용이었으며 특히
산업과 경제 등에 관련된 경제지리적 내용의 비중이 높았던 점도 주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의 문과종합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능과는 달리 주로 지리적 지식과 개념
의 이해에 중점을 둔 문항이 많았다. 그러나 제시된 표와 그래프의 교차적인 활용을 통
해 입체적인 지리적 해석과 판단을 평가하고자 한 문항과 역사지리적 자료를 통해 지리
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한 문항은 고차적인 사고력을 평가요소로 탐구형 문
항으로 완성도가 높았다.
㉠ 지리적 지식과 개념을 묻는 정답형 문항
［전국권1 1～2번］
갑 시의 2008년 호적에 따르면 9.67만 명의 인구가 태어나서 출생률은 0.699%였다; 사망은 10.7만
명으로서 사망률은 0.773%였다. 갑 시의 이러한 인구증가추세는 이미 14년 동안 지속되어왔다. 그
림 1은 4개 지역의 인구 출생률과 사망률을 나타낸다. 이를 근거로 1-2번 문제를 완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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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갑 시는 아마도 _________ 일 것이다.
A. 시닝
B. 옌안
C. 상하이
D. 광저우
2．①②③④ 네 개 지역 가운데 인구재생산이 갑 시와 같은 유형에 속한 지역은?
A．①
B．②
C．③
D．④

위 문항은 문항 형식면에서 세트형 문항으로서, 하위 문항 1과 하위 문항 2 모두 네
개의 선택지 중에 정답을 고르는 정답형 문항이다. 하위 문항 1의 경우는 문두가 완성형
으로 구성된 것이다. 문항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도시별 인구의 이해정도
를 묻는 문항으로서, 과다한 선지식이 요구되는 문항이다. 단순히 인구의 자연증감율로
도시별 인구 특성을 파악하게 하는 문항으로서 인구 성장의 단순 통계를 통해 도시 수
준에서 거대 중국의 특정 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지, 즉 절대적인 선지식을 평가하고자
한 문항이다. 이 문항은 우리나라 수능 문항의 전반적인 특성에 비해 참신성은 미흡한
하지만 자국의 지리적 특성의 이해라는 지리교과 본래의 목적에는 충실한 문항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완성형이라는 문항 형식상의 특성과 함께 선지식을 요구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정답률은 다소 낮게 나타날 개연성이 있는 문항이라고 판단된다.
㉡ 지리적 지식과 개념을 묻는 종합형 문항
［전국권2 36번 (1)～(3)］
36. (36점) 자료를 읽고 분석하여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1990년대 이래로 화훼소비의 국제적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
북아메리카, 일본, 유럽은 세계 3대 화훼소비시장이 되었다.
같은 기간에 그림 4에 나온 국가는 그 국가가 속한 대륙의
제2대 화훼 수출국이 되었다.
(1) 해당 국가의 지리 위치와 지형 특색을 간략히 서술하
시오.(10점)
(2) 해당 국가가 화훼 성장에 유리한 자연 조건을 설며하
시오.(13점)
(3) 해당 국가의 화훼 산업 발전의 사회경제 조건을 개술
하시오.(13점)

위 문항은 세계지리 스케일에서 에콰도르의 지리적 특성과 화훼산업 발달의 지리적
조건의 이해 정도를 평가 요소로 설정한 것이다. 문항 형식면에서 3개의 서술형 하위 문
항을 포함하는 세트형 문항이다. 문항 평가 목표의 중요도에 따라 하위 문항을 차등 배
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분량과 내용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자유형 문항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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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채점의 신뢰도와 주관성 문제가 내포될 개연성이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남미의 특정 국가에 대한 지리적 특징을 묻는 문항으로서 과다한 선지식이 요구되고 있
다. 특히 에콰도르에 대한 수리적 위치 지식과 지리적 지식, 다시 말해 에콰도르의 경위
선 및 고도와 국가 경계의 형태에 대한 절대적 선지식이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항
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를 통해 해당 국가의 지리적 특성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의 발달
과 그 조건 등 인문지리와 자연지리를 결합한 종합적인 지리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
다는 점에서는 시사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 표와 그래프의 활용을 통해 지리적 해석과 판단을 평가하고자 한 문항
［전국권1 9번～10번］
중국 남방 지역의 물을 북쪽으로 끌어들여 물 부족을 해결하려는 사업 계획과 관련된 어느 수원지
의 총 면적은 약 94700K㎡이다. 표 1은 이 지역 일부 토지의 사용 용도별 면적 구성을 나타낸 것
이다. 그림 4는 이 지역 일부 토지의 사용 용도별 지형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근거로 9-11번
문제를 완성하시오.

9. 이 수원지내에는
A．음지쪽 산비탈이 양지쪽 산비탈 보다 경사도가 크다.
B．논의 평균 해발 높이는 밭보다 낮다.
C．자갈밭과 나대지는 대체로 산비탈에 분포되어있다.
D．하곡에서 활엽수림 면적이 제일 적다.
10. 이 수원지의 양지쪽 산비탈의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주요 대책은?
A．고산 관목림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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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수분과 토사의 유실을 예방한다.
C．숲의 벌목과 육림의 평형을 유지한다.
D．계단식 논의 면적을 확대한다.

위 문항은 제시된 토지 사용 용도별 면적 구성비를 타나낸 도표와 토지의 사용 용도
별 지형 구성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제시하고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지 측정하고자 한 문항이다. 도해력을 주요 기능 목표로 상정하고 있는
지리 교육에서 표와 그래프 두 자료를 통해 입체적이고 교차적인 지리적 해석과 판단을
의도한다는 점에서 매우 참신한 형식의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 역사지리적 자료를 통해 지리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한 문항
［전국권1 39번 (1)번, (3)번］
39.（60점）아래의 자료와 그림 7에 근거하고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아래의 문제에 답하시오.
어떤 서구의 역사학자는 오이라트 부족의 귀환이란 비장한 행동은 “우리가 길이 전송할만한 위대
한 역사 서사시이다”라고 말했다.
… 역사연표생략…

（1）오이라트 한국과 이리강 하곡지대는 모두 대륙성 온대기후에 속하지만 수초가 무성하여 목축
업의 발전에 적합에 적합한 지역이다. 이 두 곳의 수자원이 풍부한 원인을 지역별로 설명하
라. (12점)
（3）오이라트는 조국에 돌아오는 과정에 고난이 막심하였는데, 그 중 자연에서 오는 위협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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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항은 중국 역사에서 주요한 내용으로 평가받고 있는 오이라트 귀환에 대한 연표
와 오이라트 귀환노선도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평가 요소를 측정하고자 한 문
항이다. 특히 오이라트 귀환노선도에 나타난 지역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지리적 특성은 오이라트 귀환을 둘러싼 역사적 사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이 문항은 이러한 역사지리적 자료에 기초하여 지리적 지식이 역사 해석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문항으로서 역사적 사실과 지리적 특성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 문항이다. 이러한 문항은 사회과에서
시․공간 통합 이해를 위한 종합 문제 구안 시 좋은 참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지구과학적 평가 요소를 측정하고자 한 문항과 이에 대한 지리적 응용을 다룬
문항
［전국권2 9번, 11번］
어느 여행단은 항저우의 시후에서 “레이펑(탑)의 석양”을 감상하고, “달이 중천에 뜨고(밝기가 최
대), 수면 위에 바람이 일렁이는” 광경을 감상하길 바란다(주: 달의 공전주기는 약 30일이고, 음력
정월에 달의 위치가 태양에 가장 근접한다). 9-11번 문제에 답하시오.
9. 만약 이 여행단이 어느 날 16시 전후로 “달이 중천에 뜬 것”을 보았다면, 이날은 음력으로
______ 이다.
A. 초2일
B. 초5일
C. 초8일
D. 십일일.
11. 만약 이 여행단이 18시 40분 전후로 “달이 중천에 뜬 것”을 보고, “레이펑 탑의 석양을” 감상
했다면, 그렇다면 이때는?
A. 화북평원의 밀 풍작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
B. 장강(양쯔강) 삼각주에 유채꽃이 만발했다.
C. 쑹넌 평원에 벼의 향내가 나부낀다.
D. 산양반도에 서설이 봄을 맞이한다.

위 문항에서 9번은 지구의 자전과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요소로 한
문항이다. 우리나라 지리 교육과정에서는 지구의 자전과 달의 운동에 따른 조류와 해풍
등 지표에서 일어나는 지리적 현상만을 다루고 있는 것과는 달리 중국의 문과종합시험
지리영역에서는 이러한 요소도 평가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 독특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 역시 문제를 다층적,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해결하는 사유능력을 중시하고자 한 문과
종합시험 목표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11번의 경우에는 달의 위상 변
화를 통해 지역지리의 다양한 지리적 현상과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 문
항으로서 고차적 사고력 측정을 목표로 탐구형 문항을 출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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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② 역사

역사 영역의 문항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대다수가 지시문-답지로 구성되어 있고 간혹
표나 지도를 제시한 경우가 있어 지시문-답지 형식과 자료-지시문-답지 2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지시문-답지 형식 문항은 지시문 안에서 설명적인 진술을 하면서 기본적인 개
념을 묻는 문항과 글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해서 자료를 분석하는 문항의 차이가 있다. 글
자료를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를 분석하여 글의 의도를 파악하도록 한 문항과 자료를 분
석하면서 자료에 나타난 내용에 한정하여 답지를 찾도록 한 문항이 있다. 이것에 덧붙여
서술형 문항 한 가지를 제시하려고 한다.
㉠ 기초적인 개념/사실을 묻는 정답형 문항
［전국권2 22번］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사회주의의 영향력이 증대되었으며, 일부 아시아 국가는 독립 후에 경
제에서 사회주의를 실행하며 독자적인 특색을 지닌 공업 체계를 건설하였다. 그 중에는 _______
이/가 있다.
A. 말레이시아 B. 인도
C. 싱가포르
D. 태국

위 문항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를 실행한
국가를 찾는 문제이다. 인도의 경제 발전의 특징을 기억하고 있다면 쉽게 풀이할 수 있
어 단순 지식형 문항에 해당된다. 정답은 B 인도이다. 하지만 이와같이 단순한 기억 능
력만을 측정하는 문항은 많지 않았다.
㉡ 지시문의 자료에 나타난 핵심 주장을 분석하는 정답형 문항
［전국권1 18번］
1917년 리따자오는 “공자는 역대로 황제 독재의 호신부였다; 헌법은 현대 국민의 자유에 대한 증
명서이다; 독재는 자유를 용납할 수 없으니 공자는 당연히 헌법에 있을 수가 없다. 현재 독재의 보
호자인 공자를 자유의 증명서인 헌법에 넣으려고 하는 것은 그 헌법이 독재를 키우는 헌법이지 자
유를 낳고 키우는 헌법은 아니다”라는 글을 발표했다. 리따자오가 여기서 강조한 것은?
A. 봉건 황제권 비판
B. 공자를 존숭하는 복고적인 것에 반대
C. 《임시약법》 수호
D. 과학 정신의 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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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항은 신문화 운동기에 활약한 리따자오(李大釗)의 글을 자료로 인용하고 글의
핵심을 분석하도록 한 문항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B이다. 글자료에서 공자에 대한 비판
이 두드러져 있으므로 자료를 잘 읽으면 풀 수가 있다. 피상적으로 보면 수능에서 역사
이해 능력이 아니라 언어 능력 문제라고 배척되기도 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글을 읽지
않고 리따자오와 신문화운동만으로 풀이한다면 모든 답지가 정답이 될 수 있다. 그러므
로 제시문 없이 풀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수능 문항과 유사하였다. 하지만 수능 세계
사라면 정답지를 리따자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오답지를 모두 리따자오와 관련없는
사실로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정답 시비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 문항은 단순
히 구체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
해석하는 능력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수능이 참조할 만한 점이 있다.
㉢ 지시문의 자료 내용이 정답을 한정하는 정답형 문항
［전국권1 22번］
19세기 중엽 한 영국 기자는 "시계가 없는 맨체스터의 노동자는 한 사람도 없으며, 시계는 그들이
잠시도 떼어 놓을 수 없는 물건이다. …… (그들의）가장 일상적인 물건은 이 자그마한 네덜란드
기계였다. 시계추가 세상 앞에서 공개적이고도 공정하게 계속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
하였다. 이 자료에 나타난 당시의 맨체스터는?
A. 시계 제조업이 매우 발달하였다.
B. 공장의 규율이 엄격하였다.
C. 노동자의 소비 수준이 비교적 높았다.
D. 빈부의 차이가 축소되었다.

위 문항은 영국의 산업혁명을 다룬 문항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
는 주제에 해당한다. 하지만 문항의 수준은 수능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한 단계 더 심화
되어 있다. 즉 산업혁명 일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맨체스터 지역과 네덜란드 지역을 구
별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지식이 필요하기 보다는 제시된 자료를 통해 당시의 맨체스터의
상황을 추론하여 풀이할 수 있다. 정답은 B이다. 이 문항 역시 수능이라면 정답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A는 정답 시비가 있을 수 없으나 C는 수능의 기준에서 보면 정답 가능
성이 높은 오답에 해당한다. C를 정답으로 볼 수 있다면 D도 유사한 차원에서 정답의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어떤 답을 요구하는지를 문두에서 명료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는
문항이었다. 하지만 정답 시비가 발생하지 않는 중국의 상황에서는 이런 문항이 흔히 출
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지시문에 등장하는 인용 자료가 장식의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 자료가 정답임을 확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대학입학시험 문항 분석

108

㉣ 제시된 표를 분석하는 정답형 문항
［전국권1 15번］
표 2 한-송 남북방 호구 수 변화표(단위: 만호)
연도 서한 원시 2년 진 태강 원년
지역
북방
965
149
남방
111
65

당 천보 원년
493
257

송 원풍 3년
459
830
(전목, 《국사대강》)
표 2에 나타난 한부터 송까지 이르는 기간의 남방과 북방의 호구 변화에 영향을 준 주요 요소는?
A. 왕조 존속 기간의 길고 짧음
B. 왕조 역량의 강약
C. 영토 면적의 크고 작음
D. 경제 구조의 변화

위 문항은 한대부터 송대에 이르기까지 남북조의 호구 수(인구 수) 변화를 표로 제시
하고 인구 변화에 영향을 준 요소를 파악하는 문항이다. 표는 남방의 인구가 송대에 급
증하고 있어 해당 시기에 강남 지역이 사회경제적으로 발달하였다는 사실을 결합하여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D이다. 한편으로는 왕조별로 시기를 구분한 표와 관계
없이 남북의 인구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구조이다. 특히 문두에서
남방과 북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서한과 진의 인구를 제시한 것이 무용한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표는 4개 답지를 성립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점에서
자료와 답지의 긴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학습한 기본 지식과
문항에서 제시된 자료(표)를 분석하고 그것과 긴밀한 정답을 찾도록 한 점에서 수능과
유사한 사고력을 측정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답지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일반적인 요소를 논리적으로 진술하였다는 점은 수능과 다른 차이점이다.
㉤ 중국의 조세제도 변화를 통시대적으로 묻는 서술형 문항
［전국권1 37번］
다음 자료를 읽고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자료 1
기원전 594년 노 나라가 처음으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한 이래, 자영 소농민을 통제하여 부세를
거두고 부역을 징발하면서 국가 발전의 중요 기초로 삼았다. 780년 당 나라는 “자산을 중심으로
하는” 양세법을 실시하였다. 그 이전에 역대의 세금 징수는 토지 면적에 근거를 두거나 인구수에
따라서, 혹은 호에 따라 식량이나 비단 등 실물을 징수하였고, 때로는 받기도 하였는데, 명목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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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시대에 따라 변하였고, 세금 액수도 시대마다 달랐으나 개별 소농가를 기초로 삼지 않은 경
우가 없었다. 호구와 성인 남자를 낱낱이 파악하여 가능한 한 부호들의 토지 겸병을 억제하고 자
영 소농민의 파산을 방지하려는 것이 역대로 일관되게 관철되어 온 정책이었다. 양세법이 실시된
후 천여년 간, 자산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화폐로 거두는 것이 세제 변화의 주류가 되었다. 이
는 또한 명의 “일조편법” 청의 “인정을 토지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지정은제” 등 제도의 주요 내용
이다. 토지 소유면적이 재산 평가나 세금 징수의 첫 번째 근거였고, 토지 겸병은 더 이상 정부가
신경쓰는 중요 문제가 아니었으며, 토지의 실제 소유 상황에 대한 조사와 등록이 정부 경제 관리
의 중요 활동이 되었다.
- 李剑農 《中国经济史稿》 등
자료 2
표 4 1950년-1965년 중국 농업세 징수 상황(세액 단위 : 쌀, 밀 억 킬로그램)
생산량에서
징수한 농업세
농업세의 점유
비중(%)
시기
농업 생산량
합계 정세 부가세 합계 정세의
점유율
경제회복시기
3806.50
494.54 443.88 50.66 13.00 11.70
“1차 5개년” 시기
8017.80
933.21 847.45 85.76 11.60 10.60
“2차 5개년” 시기
6983.20
833.32 745.66 87.66 11.90 10.70
1963-1965
5004.50
374.02 333.42 40.60 7.50 6.70
- ≪중국통계연감≫에서 발췌
자료 3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은 농촌에 대한 종합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올해
전국적인 농업세 철폐는 중국에서 장장 2600년간 실시되어온 낡아빠진 세금이 역사 무대에서 사라
지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는 획기적인 의미를 지닌 중대한 변혁이다.
- 원쟈빠오의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 ≪정부업무보고≫(2006년 3월 5일)에서 발췌.
(1）자료 1을 근거로 학습한 지식을 활용하여, 양세법이 실시되는 전후의 중국 고대 세금 징수의
특징과 변화의 원인을 설명하시오. (14점)
(2）자료 2를 근거로 학습한 지식을 활용하여, 1950-1965년 사이 우리나라의 농업세가 농업 실제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 추이와 그 주요 원인을 설명하시오. (10점)
(3）자료 1, 2, 3을 근거로 학습한 지식을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농업세를 폐지한 것이 획기적인
의미가 있는 중대 변혁”이라는 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8점)

위 문항은 3개의 자료와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서술형 문항이다. 형식면에서는 지시
문, 3개의 자료,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문항으로 각 4점인 선택형에 비해서
배점도 높다. 자료의 종류도 글 자료와 함께 통계 표를 제시하여 다양하였다. 내용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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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중국의 조세 제도 변화를 다루고 있는데, 자료 1이 조세 제도의 역사적 연원을 다
룬 것이라면, 자료 2는 현대 중국의 농업세, 자료 3은 현정부가 실시한 세제 개혁의 정
당성을 다루었다. 3개의 문항은 (1)번과 (2)번 문항이 자료를 근거로 선지식을 결합하여
첫 번째 문제에서 알고 있는 지식을 서술하고 다음 문제에서는 표를 분석하며 (3)번 문
항에서는 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는 논술형으로 구성하여 수험생의 사고력을
단계적으로 높은 사고력을 측정하는 형태를 보였다. 특히 (3)번 문항은 현정부에서 실시
하는 세제 개혁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
악된다.
이러한 서술형 문항은 출제의 의도성이 다분히 엿보이지만, 다양한 사고력을 측정하
려고 시도된 점에서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의 경우 당면한 문제를 소재
로 삼아 역사적,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깊이있는 사고력을 함양하기보다는 채점의 용이성
과 물의없이 성적을 부여하는 객관성 확보의 제약 때문에 시도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서술형 문항을 수능과 같은 국가 수준의 시험에 도입하기 힘들다면, 통시대적
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③ 정치

문항의 형식면에서는 정답형보다 합답형의 비율이 다른 영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정치 영역의 문항은 지리나 역사 영역에 비해 여러 관점과 해석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2개의 답이 가능한 합답형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세트형 문항의 경우에도 합답
형이 보다 일반적이다. 서술형 문항도 2～3개의 자료 및 이와 관련된 4개의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므로 일종의 세트형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항의 내용면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 법, 철학, 시사 문
제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문항이 출제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
러 영역 혹은 여러 주제에 걸친 통합적인 문항의 비중도 높다. 무엇보다도 현 중국 정부
의 현안 등이 문항의 소재로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국가의 주요 정책 방향을 묻고 있는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다. 수능 문항이 사회과학의 일반적인 개념과 원리를 다루는 것과
달리 중국 입시 문항은 중국 사회의 정치, 경제적 현안을 다루고 있는 점도 주요한 특징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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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적인 지식과 사고를 묻는 정답형 문항
［전국권1 24번］
어느 소기업이 2008년에 갑이란 상품을 생산하는데 소모한 노동 가치는 8원이었고，생산량은 10만
건이었다. 갑 상품에 대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노동시간의 가치는 6원이다. 만약 이 기업이 2009년
노동생산성을 10%향상시켰다면, 기타 조건이 변하지 않았을 때 이 기업의 2009년 갑 상품의 판매
수입을 2008년과 비교하였을 때?
A. 8만원 증가
B. 6만원 증가
C. 14만원 감소
D. 불변

위 문항은 정치 문항에서 흔하지 않은 정답형으로, 문항의 형식 면에서는 중국 문항
특유의 자료와 발문이 혼합된 지시문과 4개의 답지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내용 면에서는
노동가치설에 근거하여 소기업의 판매수입을 계산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은 정치와 경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중국의 사회적 상황과 이를 연계해서 파악하는 학문(정치경제학)의
전통을 보여주는 것이며,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혼합되어 있는 현
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 문항을 통해서 측정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능력은 중국의 정치경
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및 기본 기능(읽기 및 셈하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문항은 이처럼 지시문에서 일부 정보만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답지에서
찾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문항 형식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능 이전 학력고사의 문항 형식
으로, 적어도 문항의 형식면에서는 덜 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항의 완성도
측면에서는 중국 문항이 수능 문항에 비해 전반적으로 질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시사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는 합답형 문항
［전국권2 25번］
2009년 4월 국무원은 상하이, 광저우, 선전, 주하이, 둥관 등 5개시를 과경무역 시 인민폐로 결산하는
시험 지점으로 결정하였다. 과경무역 인민폐 결산은?
① 인민폐의 기능을 확대하여 세계 화폐가 되게 할 것이다.
② 인민폐가 국제 무역에서 유통 수단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게 한다.
③ 중국 국내 물가의 안정 유지에 유리하다.
④ 중국과 무역 상대국의 외환 위험을 낮추는데 유리하다.
A. ①③ B. ②③ C. ①④ D. ②④

위 문항은 정치 문항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합답형 문항이다. 문항은 ‘자료와 문
두가 결합된 지시문-4개의 선택지-선택지를 2개씩 묶어 조합한 4개의 답지’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내용 면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과경무역에 인민폐 결산을 결정한 국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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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 올지를 묻고 있는, 매우 시사적인 문항이다. 이러한 문항 내용
은 정치와 경제 영역이 혼합되어 있는 중국 사회 체제를 반영하고 있는 동시에 시사적
인 현안이 문항의 소재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마도 학생들은 정치 과목의 학습 과정에서 중국의 정치 경제에 대한 기초 지식과
더불어 중국의 정치 경제와 관련된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학습의 결과로 과경 무역에서 인민폐로 결산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미 학습했던 내용을 상
기하는 동시에 지시문의 정보를 추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최근 수
능은 학문적 개념과 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시사적인 소재를 제한적으로 다루어왔
다. 중국의 대입 문항은 중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시사적인 소재를 다루는 문항의 비
중이 높다는 점에서 수능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 비유를 통해 철학적 이치를 묻는 세트형 문항
［전국권2 28, 29번］
미국의 과학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한 마리 개구리를 끓는 물속에 넣으면 개구리는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곧바로 도망쳐 나온다. 다시 개구리를 찬물에 넣고, 미열로서 천천히 가열하
면 개구리는 온도변화를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도망치지 않아서 점차로 도망쳐서 살
아날 능력을 상실한다. 이런 현상은 “개구리 효과”라고 불려졌다. 28-29번에 답하시오.
28. “개구리 효과”가 설명하는 사물 발전 상태에 관한 철학적 이치는?
① 사물 변화 발전의 본질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양적 변화이다.
② 사물의 질적 변화는 점진적인 양적 변화가 야기하는 것이다.
③ 사물의 질적 변화는 보이지 않는 양적 변화 가운데에서 발생한다.
④ 사물의 미미한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로 전화될 수 있다.
A. ①②
B. ①③
C. ②④
D. ③④
29. 사람들이 “개구리 효과”를 피할 수 있는 것은 편안할 때에 위험할 때의 일을 미리 생각하는 것
이고, “위기를 고찰하기” 때문에 “편안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철학적 이치는?
① “위기”의 조건, 근원과 장래를 인식하는 것은 “편안함”을 실현하는 필수 전제다. ② “위기”의
필수성을 인식하면, 편안할 때의 편안할 때의 단순함과 태연함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③ “편안함”과 “위기”의 의존, 연결 관계를 인식하고, 편안한 시대에서 위기의 시대로 전화되는
추세에 순응하고 맞이한다.
④ “편안함”과 “위기”의 포함, 전화 관계를 인식하고, 위기를 편안함으로 바꾸고, 편안함을 지
향하여 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A. ①②
B. ②③
C. ③④ D. ①④

Ⅱ. 영역/과목별 문항 분석
l

113

위 문항은 하나의 자료가 두 문항을 푸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세트형 문항이다. 자료,
지시문, 선택지, 답지로 구성되어 있는 합답형 문항이기도 하다. 문항의 내용 면에서는
비유를 통해 철학적 이치와 원리, 특히 변증법의 원리를 묻고 있어, 중국 사회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이념적 토대와 중국의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반영된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아마도 정치 과목의 학습 과정에서 중국의 정치 경제에 대한 기초 지식, 시
사적인 현안 및 문제 등과 더불어 중국의 정치 경제 현상을 철학적으로 조망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철학에 대한 학습은 유물론과 변증법에
토대를 두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의 단면을 보여준다. 또한 동시에 중국의 정치 학습이
정치경제 교육과 더불어 철학 혹은 이데올로기 교육의 성격도 띠고 있다는 점도 보여준
다. 이처럼 중국의 문항은 다양한 학문적 관점을 통합한 문항이 많은데, 이는 도입기 수
능에서 사회 탐구 내의 여러 과목 간 통합 문항이 출제된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사회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를 묻는 서술형 문항
［전국권2 38번］
아래의 자료를 읽고,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자료1
우리나라의 북방지역은 상당히 넓은 면적이 물 부족 지역으로 가뭄이 들었을 때에 항상 농업 생산
과 주민들의 생활이 위협당해 왔다. 2008년 겨울부터 2009년 봄 사이 중국 북방의 주요 밀, 보리
생산지역인 8개 성시가 50년 동안 발생한 적이 없던 최악의 가뭄에 겪었으며 재해 면적이 1.57 억
무에 이르렀다. 중앙 정부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가뭄 재해를 당한 지역의 각 급 정부는 신속히
가뭄재해 긴급 대책을 강구하여 긴급히 자금, 물자를 조달하였으며, 간부와 군중 그리고 해방군을
동원하여, 전력으로 가뭄 재해 대응책을 실시하여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자료2

2009년 3월, 국무원은《중화인민공화국 가뭄방지조례》를 반포하였다. 《조례》에 따르면, 긴급히
가뭄에 대처해야 할 때에, 관련된 지방인민정부의 가뭄방지대책 지휘기관은 해당 행정구역 내의
관련 단체와 개인을 동원하여 가뭄방지공작에 투입하고, 모든 단체와 개인은 반드시 지휘에 복종
하여야 하며, 인민정부 가뭄방지 대책 지휘기관에서 맡긴 가뭄 방지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자료3

예전에는 일부 가뭄지역에서는 큰 가뭄을 만날 때마다 지하수를 끌어올리거나 강물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가뭄에 대응하여 지하수의 고갈과 강물이 끊기는 현상을 가속화했다. 일부 가뭄지역에서
는 골프장이나 제지공장 등과 같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을 발전시켜 오히려 가뭄이 더 심해지
는 현상을 조성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공강우 방식을 시도하였지만, 비구름이란 조건의 제약을
받아 제때에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금난이 심하여 농지 수리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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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부족하여 단지 하늘만을 믿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이었다.
(1) 자료를 연결하여 경제적 수단을 어떻게 활용하여 가뭄을 방지할 것인지를 분석하라.6점）
(2）관련되는 경제학 지식을 응용하여, 물 자원의 이용과 3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어떻게 조화
시킬 것인가를 설명하라.(6점)
(3）정부는 왜 가뭄예방과 구제의 책임을 담당하여야 하는가? 자료2와 연결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가뭄방지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국가 기능을 이행하였는지를 분석하라. (12점)
(4）자료와 결합하여, 가뭄방지 문제에서 변증유물주의의 어떤 관점을 견지하여야 하는지를 설명하
라(8점)

위 문항은 3개의 자료와 4개의 세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술형 문항이다. 문항
의 형식 면에서는 문두, 3개의 자료, 4개의 세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문항으로 선
택형에 비해 배점도 상당히 높다. 문항의 내용 면에서는 가뭄과 가뭄 방지 문제를 다루
고 있는데,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가뭄 방지
문제와 산업 발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가뭄 방지를 위해 국가가 어떤 역할을 담
당해야 할 지, 가뭄 방지 문제를 변증법적 유물론의 입장에서 어떻게 조망해야 할 지 등
을 묻고 있다.
이러한 서술형 문항은 선택형 문항이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 및 저차 사고력을 측정하
는 것에 국한된 것과 달리 중국 사회가 안고 있는 주요한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고차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다. 즉, 서술형
문항은 선택형 문항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5

과학탐구 영역

가. 시험 구성 및 특징
(1) 시험 구성

수능의 과학 탐구 영역에 해당하는 까오카오의 과목은 이과종합, 물리, 화학, 생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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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과목인 어문, 수학, 외국어와 달리 수험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에 응
시하도록 되어 있다. 수능의 과학탐구 영역과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지구과학을 선택과
목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학 관련 과목의 종류
나 수가 성, 시 단위별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국권 시험을 보는 지역
이나 북경에서 치러지는 까오카오에서는 물리, 화학, 생물의 개별 과목을 시험 치지 않
고, 이들 과목을 통합하여 검사지를 구성한 이과종합 과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다. 반
면 상해 지역의 경우에는 이과종합과 별도로 물리, 화학, 생물 검사지도 함께 개발되어
이들 중 수험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 분
석은 전국권 시험의 이과종합 과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2009년도 까오카오 이과종합 요강에는 이과종합을 구성하는 세부 과목별로 시험이 요
구하는 능력에 대하여 <표 Ⅱ-30>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표 Ⅱ-30> 2009년 까오카오 요강 이과종합 요구 능력

물리
이해 능력
추리 능력
분석 종합 능력
수학을 응용하여 물리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
실험 능력

화학
관찰 능력
실험 능력
사고 능력
자가 학습 능력

생물
이해 능력
실험과 탐구 능력
정보 습득 능력
종합적인 운용 능력

위 표를 보면 물리, 화학, 생물 각 과목별로 제시하고 있는 요구 능력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세 과목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능력은 실험 능력31)이다. 물론
실험 능력의 경우에도 각 과목별로 제시된 실험 능력에 대한 설명이 다소 차이가 있으
나 일반적으로 요강에 제시된 실험을 독자적으로 완성하고, 실험 기구를 사용하는 능력
과 실험 방안을 설계하고 결과를 처리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화학의 경우 실험 능력과
별도로 관찰 능력을 요구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각 과목별로 사용하는
용어에 차이가 있는데 과학의 개념, 원리 및 법칙 등의 의미를 파악하고 간단한 상황에
서 그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이해 능력은 물리와 생물에서만 요구되며, 이와는 별개로
물리는 추리 능력과 분석 종합 능력을, 화학은 사고 능력과 자가 학습 능력을, 생물은
31) 생물의 경우는 ‘실험 능력’ 대신 ‘실험과 탐구 능력’으로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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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습득 능력과 종합적인 운용 능력을 요구한다. 물리의 경우 특이한 점은 구체적 문
제에 근거해 물리량 사이의 관계식을 사용하고 필요시 기하, 함수 등 수학을 응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2) 출제의 기본 원칙

2009년 까오카오 이과종합 요강에서 밝히고 있는 시험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국통일시험은 자격을 갖춘 고등학교 졸업생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수험생이 참가하는 선발성 시험이다. 고등학교는 수험생의 성적에 근거하고,
이미 확정된 신입생 모집 계획에 따라 덕(德), 지(智), 체(體)를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자를 선발한다. 이로 인해 대학입학시험은 비교적 높은 신뢰도, 효과도, 적당한 난이도 및 필
요한 변별력을 갖추고 있다.

전국권 이과종합 과목은 시험시간이 총 150분이며 300점 만점이다. 이과종합은 둘째
날 오전에 시행된다. 시험지는 일반적으로 선택형 문항과 서답형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
며, 그 중 서답형 문항은 빈칸 채우기와 실험 문제, 도형 그리기, 계산 문항, 단답형 문
항 등의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과종합은 물리, 화학, 생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각
이 차지하는 내용의 비율이 달라 물리가 40%, 화학은 36%, 생물이 24%를 차지한다. 문
항에는 쉬운 문제, 중간 난이도를 가지거나 어려운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간 난이
도를 가진 문항이 많다. 문항의 배열은 문제유형, 내용, 난이도에 따라 이루어진다. 즉,
선택형 문항은 앞에 배열하고, 서답형 문항은 뒤에 배열하며, 같은 유형 중 동일한 과목
의 시험문항은 상대적으로 집중 배치하고, 동일 과목 중 다른 시험 문항은 되도록 쉬운
것에서 어려운 순서대로 배열한다.
(3) 출제 범위

중국 고시중심에서는 매년 까오카오 요강을 통해 까오카오 이과종합의 출제 내용을
발표한다. 물리와 생물의 경우 ‘지식내용표’32)로 제시하는 반면, 화학은 진술문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표 Ⅱ-31>～<표 Ⅱ-33>은 까오카오 요강에 제시된 각 과목의 내용
영역을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32) 물리의 경우는 각 내용에 대하여 요구하는 능력 수준을 2단계로 구분하는데, 내용에 따라 열거된
지식의 내용과 의미를 알고 직접적으로 이 지식을 사용하는 Ⅰ단계 능력을 요구하거나 열거된 지식
의 의미와 다른 지식과의 연계성을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설명과 해석이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종합하며 추리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Ⅱ단계 능력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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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의 경우 그 내용을 역학, 열 물리, 전자기학, 광학, 원자와 원자핵 물리학 등 5개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33) 물리의 내용 영역을 구성하는 내용 요소로 볼 때 다음과 같
은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분야

<표 Ⅱ-31> 2009년 까오카오 요강 이과종합 물리 내용
내용 영역

비고
물리Ⅰ, 물리Ⅱ
물리Ⅰ, 물리Ⅱ
물리Ⅰ, 물리Ⅱ*
물리Ⅰ, 물리Ⅱ*
물리Ⅰ*, 물리Ⅱ
물리Ⅱ
물리Ⅰ, 물리Ⅱ*
물리Ⅰ, 물리Ⅱ*
물리Ⅰ, 물리Ⅱ*
물리Ⅰ, 물리Ⅱ*
물리Ⅱ*
물리Ⅱ*
물리Ⅰ*
물리Ⅰ*, 물리Ⅱ
물리Ⅱ*

질점의 운동
힘
역학
뉴턴의 법칙
운동량, 역학적 에너지
역학/광학
진동과 파동
열 물리
분자 열운동, 열과 일, 기체
전기장
직류 전류
자기장
전자기학
전자기 유도
교류 전류
전자기장과 전자기파
빛의 반사와 굴절
광학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
원자와 원자핵 물리 원자와 원자핵
단위
기타
실험
물리Ⅰ : 까오카오의 출제 범위 내용 전부를 우리나라 물리Ⅰ과목에서 다룸
물리Ⅱ* : 까오카오의 출제 범위 내용 전부를 우리나라 물리Ⅱ과목에서 다룸
물리Ⅰ* : 까오카오의 출제 범위 내용 중 일부를 우리나라 물리Ⅰ과목에서 다룸
물리Ⅱ : 까오카오의 출제 범위 내용 중 일부를 우리나라 물리Ⅱ과목에서 다룸

첫째, 물리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내용 및 수준과 유사하며,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체 유도와 상호 유도, 원자 모형, 소립자와 같
은 개념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 내용들이 각각 변압기의 원리,
물질 구조에 대한 인류의 인식, 원자핵의 구성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 포함된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용의 수준에 있어서 특별히
33) 2008년 까오카오 물리 요강에서는 물리의 내용이 역학, 열 물리, 전자기학, 광학, 원자와 원자핵 물리
등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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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보다 더욱 심화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강
체의 회전 운동에 대한 토크나 각운동량 개념은 미국의 물리 교과서인 Holt Physics
(Serway & Faughn, 2002)에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까오카오 요강에
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둘째, 몇 가지 내용 영역에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내용 영역별로 구분할 때 ‘진동과 파동’의 강제 진동과 도플러 효과, ‘전기장’의 전
자기 차폐, ‘직류 전류’의 반도체와 초전도체, ‘빛의 반사와 굴절’의 본그림자와 반그림자,
평면거울의 상 작도법,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의 얇은 막 간섭, ‘원자와 원자핵’의 수소
원자 전자 구름 등의 내용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다.
셋째, 우리나라 수능의 경우 실험을 출제 범위에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중국의
경우 시험 요강에서 19개의 실험을 출제 범위로 명시하고 있다. 중국의 출제 범위에 제
시되어 있는 실험들은 기름막법을 이용한 분자의 크기 측정,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한 금
속의 비저항 측정, 꼬마전구의 볼트암페어 특성 그래프 그리기, 전류계를 전압계로 바꾸
기, 멀티테스터를 이용하여 블랙박스 안의 전기소자를 탐구하기, 오실로스코프 사용법
연습, 센서의 간단한 사용 등이며 이들 실험은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실험
이다.
넷째,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언급하는 특징이 있다. 우
주 비행 기술의 발전과 우주 운항, 에너지원의 개발과 이용. 에너지원의 이용과 환경 보
호, 방사선 오염과 방호 등과 같이 실생활과 관련된 소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예
로 들 수 있다. 특히 공진 및 이와 관련하여 흔히 볼 수 있는 응용, 음파와 초음파 및
그 응용, 반도체 및 그 응용. 초전도 및 그 응용, 레이저의 특성 및 응용 등 물리적인 개
념뿐만 아니라 그 응용을 명백히 강조하고 있으며, 형광등, 축전기, TV와 같이 일상생활
에서 널리 사용하는 장치나 레이더, 질량분석기, 사이클로트론, 원자 등과 같이 과학 기
술 분야에서 사용하는 장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섯째, 과학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과학사적 접근을
통해 물리 개념이 계속 발전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을 권장하는데(교육부, 1997), 중
국의 경우도 이러한 접근을 포함하고 있다. 그 예로는 분자 전류 가설, 빛의 본성 학설
의 발전사, 물질 구조에 대한 인류의 인식 등을 들 수 있다.
여섯째, 실험 기기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실험을 출제 범위로
명시하고 이를 강조하는 것 이외에 내용 요소에 전류계, 전압계, 멀티테스터의 사용.
voltammetry를 이용한 저항 측정, 전자기 계기의 원리와 같이 실험 기기의 원리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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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용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중국의 시험 요강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이 유사
하나, 실험과 실생활 관련 내용이 강조되어 있으며, 과학사적인 내용을 일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학은 <표 Ⅱ-32>에 제시된 내용 영역을 구성하는 요소로부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내용 영역별로 볼
때 중요 화합물 단원인 ‘흔히 볼 수 있는 무기 화합물’과 유기 화합물 단원의 ‘이성질체’
나 ‘라디칼’ 등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6차 교육과정 때 다루어졌던 내용이지만 현재는 다
루고 있지 않은 내용이다. 이외에도 일부 내용 요소에서 우리나라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유기 화학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심화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당류나 단백질의 구조와 성질’ 영역, ‘유기 반응의 주요 유형’ 영역, ‘미지
물의 구조식 유추 및 유기 합성’ 영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 중 일부는 중국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
지 않다. 우리나라 화학Ⅰ 교육과정에 있는 ‘물의 특성’과 ‘기체 분자 운동론’, ‘금속의 도
금이나 부식’, ‘세제’, ‘의약품’의 내용과 우리나라 화학Ⅱ 교육과정에 있는 ‘물질의 상태
와 용액’의 영역에 있는 내용 요소 중 ‘기체, 액체, 고체’에서 ‘기체의 상태 방정식’, ‘물질
의 상변화’, ‘액체의 증기압 곡선’ 등의 내용은 중국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중국의 시험 요강에 공통으로 포함된 내용 영역의 요소
중에서 일부는 중국의 경우가 심화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유기 화학과 관련된 내
용은 우리나라의 경우 화학Ⅰ에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탄소 화합물의 예를 들고 실생
활과 관련 있는 간단한 탄소 화합물의 특성과 이용을 이해하는 정도로 다루고 있는 것
에 반해 중국의 경우에는 ‘유기 화학 기초’ 에서 이성질체, 당류와 단백질의 구조와 성질
을 다루고 유기 반응과 유기 합성 및 미지물의 구조식까지 유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보다 심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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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표 Ⅱ-32> 2009년 까오카오 요강 이과종합 화학 내용

내용 영역
1. 물질의 구성, 성질과 분류
2. 화학 용어
3. 화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계량
반응과 에너지
화학 기본 개념과 4.5. 화학
용액
기본 이론
6. 물질 구조
7. 원소 주기율과 주기표
8. 화학 반응속도, 화학평형
9. 전해질 용액
1. ⅠA와 ⅡA 족 원소
2. 할로겐 원소
자주 나오는 원소의 3. 기타 흔히 보이는 비금속 원소
단체 및 그 중요 화합물 4. 기타 흔히 볼 수 있는 금속
5. 흔히 볼 수 있는 무기 화합물
6. 이상 각 부분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응용
1. 이성질체
2. 라디칼, 작용기, 이성질체, 동족체 개념
3. 탄화수소류의 기본적인 구조 및 화학반응
4. 탄화수소류에서 작용기의 성질과 화학반응
(지방산과 아미노산도 포함됨)
5.
자원 이용 및 오염과 환경보호
유기 화학 기초 6. 석유화학공업,
흔히 보이는 유기물의 성질과 용도
7. 당류의 구조와 성질 및 용도
8. 단백질의 구조와 성질 및 용도
9. 고분자 화합물을 만드는 간단한 원리
10. 유기 반응의 주요 유형 파악
11. 미지물의 구조식 유추 및 유기 합성
화학 실험
기타
화학 계산
화학Ⅰ : 까오카오의 출제 범위 내용 전부를 우리나라 화학Ⅰ과목에서 다룸
화학Ⅱ* : 까오카오의 출제 범위 내용 전부를 우리나라 화학Ⅱ과목에서 다룸
화학Ⅰ* : 까오카오의 출제 범위 내용 중 일부를 우리나라 화학Ⅰ과목에서 다룸
화학Ⅱ : 까오카오의 출제 범위 내용 중 일부를 우리나라 화학Ⅱ과목에서 다룸

비고
화학Ⅰ*,화학Ⅱ*
화학Ⅱ
화학Ⅱ
화학Ⅱ
화학Ⅱ
화학Ⅱ
화학Ⅱ
화학Ⅱ
화학Ⅱ
화학Ⅱ*
화학Ⅰ
화학Ⅰ
화학Ⅰ
화학Ⅰ*
화학Ⅰ*
화학Ⅰ
화학Ⅰ

넷째, 우리나라 수능의 경우 화학 실험에 관해 출제 범위에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중
국의 경우에는 시험 요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요강에 나
타난 출제 범위에 제시되어 있는 화학 실험에 관한 정보는 ‘기체의 실험실 제법’으로 사
용하는 시료나 용기 및 반응 원리와 수집 방법 등을 다루는 실험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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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다섯째, 실험 기기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실험을 출제 범위로
명시하고 이를 강조하는 것 이외에 중국의 경우는 학생이 정확한 화학 실험의 조작을
통해 규정된 실험을 완성하는 능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 수능의 경우 화학 계산에 관해 출제 범위에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중국의 경우 시험 요강에 구체적으로 출제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중국의 출제 범위에
제시되어 있는 화학 계산에 관한 정보는 8가지 정도로 대부분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다
루는 내용이지만 중국의 경우는 간단한 계산을 숙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우는 우리나라 수능에 비해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언
급되어 있지 않다. 주로 학문 중심적이며, 일반적으로 화학의 내용 범위 측면에서 더 넓
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중국의 화학 분야 시험 요강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내용에 비
해 유기 화학 등이 강조되어 있고,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6차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과 유
사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중국의 시험 요강의 내용이 공통된 부분도
있고 차이나는 부분도 있어서 어느 한쪽이 더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내용 중 일부는 대학 수준의 내용에 근접
한 심화된 내용을 중국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물은 <표 Ⅱ-33>에 제시된 내용 영역을 구성하는 내용 요소를 볼 때 몇 가지 특징
이 드러난다.
첫째,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내용 영역별로 볼
때 ‘생명의 물질기초’와 ‘미생물과 발효공학’은 해당 영역의 모든 내용이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일부 내용 영역의 요소들 중 일부는 우리나라
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이다. ‘세포-생명활동의 기본단위’ 영역의 동물세포 공정과 식
물세포 공정, ‘생물의 물질대사’ 영역의 C  C 식물, ‘생명활동의 조절’ 영역의 식물 생
명활동의 조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반생물학
에 포함된 내용 중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관련된 부분인 ‘소화’, ‘순환’, ‘배설’ ‘감각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생물 분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중국의 시험 요강의 내용 영역에 공통으로 포함된 영역의
내용요소 중에서 일부는 중국의 경우가 심화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생물의 생식과 발
생’ 내용은 우리나라의 경우 생물Ⅰ의 사람의 생식에서 간략히 다루고 있는 반면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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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3> 2009년 까오카오 요강 이과종합 생물 내용

분야
생명의 물질기초

내용 영역
1. 생물체를 구성하는 화학원소
2. 생물체를 구성하는 화합물
1. 세포의 구조와 기능
2. 세포증식
세포-생물활동의
3. 세포의 분화
기본단위
4. 식물세포공정
5. 동물세포 공정
1. 물질대사의 개념과 유형
2. 식물의 수분대사
3. 식물의 무기염류 대사
생물의 물질대사
4. 광합성 작용
5. 생물 공중질소고정
6. 당류, 지질 및 단백질의 대사
7. 세포호흡
8. 생물의 생식
생물의 생식과 발생
9. 생물의 개체발생
1. 유전의 물질기초
2. 유전 공학 소개
3. 유전의 기본법칙
4. 성결정과 반성유전
유전, 변이, 진화
5. 세포질유전
6. 생물의 변이
7. 인류유전병과 우생(優生)
8. 진화
1. 식물 생명활동의 조절
2. 사람과 고등동물 생명활동의 조절
3. 내부 환경과 항상성
생명활동의 조절
4. 물과 무기염류의 균형
5. 혈당조절
6. 체온 조절
7. 면역
1. 미생물의 종류
2. 미생물의 영양
미생물과 발효공학
3. 미생물의 대사
4. 미생물의 생장
5. 발효공학
1. 생태 구성 요소
2. 개체군과 생물군집
생물과 환경
3. 생태계통
4. 사람과 생물권(生物圈)
실험
16가지 실험 제시
생물Ⅰ : 까오카오의 출제 범위 내용 전부를 우리나라 생물Ⅰ과목에서 다룸
생물Ⅱ* : 까오카오의 출제 범위 내용 전부를 우리나라 생물Ⅱ과목에서 다룸
생물Ⅰ* : 까오카오의 출제 범위 내용 중 일부를 우리나라 생물Ⅰ과목에서 다룸
생물Ⅱ : 까오카오의 출제 범위 내용 중 일부를 우리나라 생물Ⅱ과목에서 다룸

비고

생물Ⅱ
생물Ⅱ
생물Ⅱ**
생물Ⅱ
생물Ⅱ*
생물Ⅱ*
생물Ⅱ
생물Ⅱ*
생물Ⅱ*
생물Ⅰ , 생물Ⅱ*
생물Ⅰ, 생물Ⅱ
생물Ⅰ*
생물Ⅰ
생물Ⅱ
생물Ⅰ,* 생물Ⅱ
생물Ⅰ
생물Ⅰ
생물Ⅰ*
생물Ⅰ
생물Ⅱ
생물Ⅰ
생물Ⅰ
생물Ⅰ
생물Ⅰ
생물Ⅰ
생물Ⅰ
생물Ⅱ
생물Ⅰ, 생물Ⅱ
생물Ⅱ
생물Ⅱ
생물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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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생식과 세포분열, 발생과정을 깊이 있게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효와 관련
된 내용은 우리나라의 경우 개념을 소개하는 정도로 다루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미생물
의 생장과 관련하여 공학적 내용과 발효를 응용하는 내용까지 다루고 있다. 중국의 ‘유
전, 변이, 진화’ 영역에서 우생학 관련 내용도 심화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다. 식물의 대사와 관련한 관개 시
설 이용과 합리적 비료 사용, 농작물 재배, 3대 영양소와 인체 건강, 유전병과 건강, 미
생물을 이용한 발효 공학, 생물 다양성과 인류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과 같이 실생
활과 관련된 소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광합성, 질소 고정, 식물 호르몬의 기능
등의 내용을 농작물 재배와 관련하여 다루도록 명시하여 응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발효
의 개념과 내용도 발효 공학의 생산 실례와 공학적 응용과 연관 지어 다루도록 강조하
고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 수능의 경우 실험을 출제 범위에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중국의 경
우시험 요강에 16개의 실험을 출제 범위에 명시하고 있다. 중국의 출제 범위에 제시되어
있는 실험들은 ‘당, 지방, 단백질 환원’을 다루는 실험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
리나라 교과서에서 다루는 실험 내용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중국의 까오카오 생물 분야 시험 요강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내용에 비해 생식과 발생, 미생물과 발효, 식물 호르몬의 기능 등이 강조되어 있고 동물
의 구조와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비해 그 비중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중국의 시험 요강의 내용이 공통된 부분도 있고 차
이나는 부분도 있어서 어느 한쪽이 더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내용 중 일부는 대학 수준의 내용에 근접한 심화
된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검사지 구성

과학 탐구 영역에 해당하는 까오카오 문항들을 시험지 종류, 과목, 문항 형식으로 구
분하여 문항 수와 배점을 표시하면 <표 Ⅱ-34>와 같다. 전국권1과 전국권2의 검사지에
서 물리, 화학, 생물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인 40%, 36%, 24%는 과목별 총 배점으로
결정되며 따라서 300점 만점에 물리가 120점, 화학이 108점, 생물이 72점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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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4> 2009년 까오카오 전국권 이과종합의 문항 구성과 배점
시험지 종류별
전국권1

전국권2

물리
화학
생물
계
물리
화학
생물
계

선택형
단답형
서술형
계
문항 총 문항 총 문항 총 문항 총
수 배점 수 배점 수 배점 수 배점
8
48
4
64
1
8
13 120
8
48
3
45
1
15 12 108
5
30
2
21
2
21
9
72
21 126 9 120 4
44 34 300
8
48
4
67
1
5
13 120
8
48
3
45
1
15 12 108
5
30
2
20
2
22
9
72
21 126 9 132 4
42 34 300

검사지는 제1권과 제2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제1권은 선택형 문항으로, 제2
권은 단답형 또는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문항의 배점을 바탕으로 다시
분석해 보면 물리, 화학, 생물에서 모두 총 배점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문항이 선택형
문항이고, 나머지 문항은 단답형이나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권은 1쪽에서
4쪽까지 제2권은 5쪽에서 12쪽까지에 해당되며 수험생들은 제 1권에 대한 답안카드에
답을 표시할 때는 2B연필을 사용하고, 제2권에 대한 답안카드에 답을 표시할 때는
0.5mm의 검은색 펜으로 표시한다.
<표 Ⅱ-35>∼<표 Ⅱ-37>은 물리, 화학, 생물 과목별로 까오카오 요강에서 제시한 내
용 영역에 따라 2009년 전국권1과 전국권2에서 출제된 문항 수를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까오카오 이과종합의 경우 전국권1과 전국권2 모두 물리, 화학,
생물에서 실험 문항이 각각 2문항씩 모두 6문항씩 출제되어 전체 35문항 중 17.1%에 해
당하는 비율의 실험 문항이 출제되었다. 우리나라 수능의 과학탐구 영역에서도 실험 문
항을 출제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출제되는 실험 문항의 비율이 10% 이하임을 감안하
면 까오카오 경우 실험 문항 출제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험 문항의 경우 모
두 선택형이 아닌 단답형 또는 서술형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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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5> 2009년 까오카오 이과종합 물리의 내용 영역별 출제 문항 수
내용 영역
질점의 운동
힘

전국권1
전국권2
우리나라
문항 수 문항 번호 우리나라
교육과정 문항 수 문항 번호 교육과정
1
23
물리Ⅱ
1
23
물리Ⅱ

뉴턴의 법칙

1

19

물리Ⅱ

운동량, 역학적 에너지
진동과 파동
분자 열운동, 열과 일,
기체
전기장
직류 전류

2
1
1
1
2

자기장

2

21
25
20
14
18
22
24
17
26

물리Ⅱ
물리Ⅱ
물리Ⅰ
물리Ⅱ
물리Ⅱ
물리Ⅰ
물리Ⅰ
물리Ⅰ,
물리Ⅱ
물리Ⅱ

전자기 유도
교류 전류
전자기장과 전자기파
빛의 반사와 굴절
1
15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
원자와 원자핵
1
16
물리Ⅱ
단위
실험*
2
22, 23
계
13
* 실험 문항은 그 내용에 따라 각 내용 영역의 문항 수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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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
20
26

물리Ⅰ

1
1
1
2

14
16
19
17
22

물리Ⅰ
물리Ⅱ
물리Ⅱ
물리Ⅱ
물리Ⅰ

1

25

물리Ⅱ

1

24

물리Ⅰ

1

21

물리Ⅰ

1

18

물리Ⅱ

2
13

22, 23

<표 Ⅱ-35>에서 볼 수 있듯이 요강에서 제시된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되지 않아
중복 출제되거나 출제되지 않은 내용 영역이 있다. 특히 ‘힘’, ‘교류 전류’, ‘전자기장과
전자기파’,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은 전국권1과 전국권2에서 모두 출제되지 않았으며,
‘단위’ 관련 문항도 의도적으로 출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수능의 경우
열물리를 포함한 역학 관련 문항이 전체 물리 문항의 40∼45% 정도를 차지하여 30%
정도 출제되는 전자기 관련 문항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출제 비율이 높은 데 비해 까오
카오 이과종합 물리의 경우 전국권1과 전국권2 모두 역학과 전자기학 관련 문항이 각각
5문항씩 출제되어 전체 물리 문항 중에 38.5%씩 출제되었다. 즉, 우리나라 수능에 비해
전자기학의 출제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Ⅱ-36> 2009년 까오카오 이과종합 화학의 내용 영역별 출제 문항 수

전국권1
전국권2
내용 영역
우리나라
문항
문항 수 문항
번호 교육과정 문항 수 번호
물질의 구성, 성질과 분류
화학 용어
1
7
화학Ⅱ
1
13
6
화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1
11
화학Ⅱ
2
계량
9
8
화학Ⅱ
화학 반응과 에너지
2
1
11
28
화학Ⅱ
용액
1
7
물질 구조
원소 주기율과 주기표
화학 반응속도, 화학평형 1
13
화학Ⅱ
1
27
전해질 용액
1
10
화학Ⅱ
1
10
6
화학Ⅰ
8
자주 나오는 원소의 단체 3
27
3
28
및 그 중요 화합물
29
29
9
화학Ⅱ
12
유기 화학 기초
3
12
2
30
30
*
*
*
화학 실험
2
27,28
2
28,29
화학 계산*
3* 7,10,11
3* 6,10,13
계
12
12
* 화학 실험과 화학 계산 문항은 그 내용에 따라 각 내용 영역의 문항 수에 포함됨

우리나라
교육과정
화학Ⅱ
화학Ⅱ
화학Ⅱ
화학Ⅱ
화학Ⅱ
화학Ⅱ
화학Ⅱ
화학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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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까오카오 이과종합 화학 문항의 경우에도 요강의 내
용 영역 중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물질의 구성, 성질과 분류’, ‘물질 구조’, ‘원소
주기율과 주기표’는 전국권1과 전국권2에서 모두 출제되지 않았고 ‘용액’은 전국권1에서
출제되지 않았다.
<표 Ⅱ-37> 2009년 까오카오 이과종합 생물의 내용 영역별 출제 문항 수
내용 영역
생명의 물질기초
세포-생물활동의
기본단위
생물의 물질대사
생물의 생식과 발생
유전, 변이, 진화

전국권1
우리나라
문항 수 문항
번호
교육과정
1
3
2

4
2
31
32

생물Ⅱ
생물Ⅱ
생물Ⅱ
생물Ⅱ

1
생물Ⅰ
5
생물Ⅰ
33
생물Ⅰ
3
34 생물Ⅰ, 생물Ⅱ
31, 32

생명활동의 조절
1
미생물과 발효공학
1
생물과 환경
1
실험
2*
계
9
* 실험 문항은 그 내용에 따라 각 내용 영역의 문항 수에 포함됨

전국권2
우리나라
문항 수 문항
번호 교육과정

3
1
1
2
1
1
2*
9

1
31
32
3
34
2
4
33
5
32, 33

생물Ⅱ
생물Ⅱ
생물Ⅰ
생물Ⅰ
생물Ⅰ
생물Ⅰ
생물Ⅰ
생물Ⅱ

<표 Ⅱ-37>에서 볼 수 있듯이 까오카오 이과종합 생물의 경우도 물리나 생물과 마찬
가지로 내용 영역 중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생명의 물질기초’는 전국권1과 전국권
2에서 모두 출제되지 않았고 ‘생물의 생식과 발생’은 전국권1에서, ‘세포-생물활동의 기
본단위’와 ‘미생물과 발효공학’은 전국권2에서 출제되지 않았다.
나. 문항 분석
(1) 문항 분석의 방법과 절차

까오카오 이과종합 문항을 분석은 물리, 화학, 생물 등 각 과목별로 우리나라의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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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에 경험이 있는 3명의 교사와 1명의 평가원 연구원이 서로 분석한 것을 협의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문항 분석은 교육과정 내용요소, 행동 요소, 예상 정답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수능 문항 출제나 검토
에 경험이 있는 교사를 문항 분석을 위한 전문가로 위촉하였다.
까오카오 문항 분석 항목과 내용은 <표 Ⅱ-38>과 같으며, 문항 분석에 사용된 분석
틀은 <표 Ⅱ-39>에 제시된 양식을 사용하였다.
항목

<표 Ⅱ-38> 까오카오 이과종합 문항의 분석 항목 및 내용

내 용
과학Ⅰ, 과학Ⅱ 등 우리나라 교육과정 수준에 해당하는 과목명 분석.
우리나라 10학년,
단,
제7차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으로 우리나라 대학교 수준일 경우에는 ‘교
해당 과목명 육과정 외’로
분석.
교육과정 우리나라 제7차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중단원명 분석. 단, 대학교 수준일 경우
내용 요소 에는 대학 과정의 개념 요소로 분석
문항이 우리나라 수능에서 행동 영역의 하위 요소인 ‘이해’, ‘적
행동 영역 까오카오의
용’,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분석 및 해석’, ‘결
요소
론 도출 및 평가’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분석
예상 정답률 수능과 비교하여 예상 정답률을 1% 단위로 추정
오류나 정답 오류 가능성 분석, 교육과정 위배 여부 분석, 문항 형식 등
특이 사항 문항
우리나라 수능과 비교하여 특이한 문항 형태 등이 있는지 분석
문항 정답
번호

<표 Ⅱ-39> 까오카오 이과종합 문항의 분석틀

한국
과목명

제7차 교육과정
내용 요소

행동 영역

예상 정답률 특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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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참여한 교사들은 정답이 포함되지 않은 문항을 제공 받은 후, 문제를 풀면서
문항의 정답을 찾아내고 우리나라 수험생이 같은 문항으로 시험을 치렀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예상 정답률을 각자 추정하였다. 그리고 각 문항의 내용 요소와 행동 요소, 문항
내용과 우리나라의 제7차 교육과정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문항 오류나 문항 형태
등 특이 사항도 분석하였다.
3인의 교사가 각자 문항을 분석한 후 과목별 전문가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전문가 협
의회에서 교사들은 내용 요소와 행동 요소,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목 등에 대
해 분석한 내용을 서로 논의한 후 협의를 거쳐 통일안을 마련하였다. 문항별로 예상 정
답률은 각 교사들의 예상 정답률을 평균값으로 결정하였다.
(2) 문항 분석 결과

<표 Ⅱ-40>은 우리나라의 10학년 과학, 과학Ⅰ, 과학Ⅱ의 내용과 비교하여 까오카오
‘이과종합’ 문항의 내용 수준을 분석한 것이다.
<표 Ⅱ-40> 2009년 까오카오 이과종합 문항의 내용 수준별 문항 수 및 비율
물리
전국권1

화학
생물
계
물리

전국권2

화학
생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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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1
(5.6)
0
(0.0)
0
(0.0)
1
(1.7)
0
(0.0)
0
(0.0)
0
(0.0)
0
(0.0)

과학Ⅰ
6
(33.3)
1
(4.5)
5
(25.0)
12
(20.0)
10
(41.7)
0
(0.0)
10
(55.5)
20
(29.4)

과학Ⅱ
11
(61.1)
8
(36.4)
14
(70.0)
33
(55.0)
11
(45.8)
15
(57.7)
5
(27.8)
31
(45.6)

대학
0
(0.0)
13
(59.1)
1
(5.0)
14
(23.3)
3
(12.5)
11
(42.3)
3
(16.7)
17
(25.0)

계
18
(100)
22
(100)
20
(100)
60
(100)
24
(100)
26
(100)
18
(100)
68
(100)

물리의 경우 우리나라 물리Ⅰ에 해당하는 문항은 전국권1이 6문항(33.3%)이고 전국권
2가 10문항(41.7%)으로 40% 정도이며, 우리나라 물리Ⅱ에 해당하는 문항은 전국권1이
11문항(59.1%)이고 전국권2가 11문항(45.8%)으로 50% 정도였다. 반면, 우리나라 10학년
과학에 해당하는 문항은 전국권1이 1문항(5.6%)이고 전국권2는 없었으며, 우리나라 고둥
학교까지의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나는 문항은 전국권1은 없고 전국권2는 3문항(12.5%)
으로 많지 않았다.
우리나라 화학Ⅰ에 해당하는 문항은 전국권1이 1문항(4.5%)이고 전국권2에는 한 문항
도 없으며, 우리나라 화학Ⅱ에 해당하는 문항은 전국권1이 8문항(36.4%)이고 전국권2가
15문항(57.7%)으로 평균 비율은 약 47% 정도였다. 반면, 우리나라 10학년 과학에 해당
하는 문항은 전국권1과 전국권2에 모두 없었으며, 우리나라 고둥학교까지의 교육과정 수
준을 벗어나는 문항은 전국권1은 13문항(59.1%), 전국권2는 11문항(42.3%)으로 평균 약
50%를 차지하여 그 비율이 물리나 생물에 비해 많았다.
우리나라 생물Ⅰ에 해당하는 문항은 전국권1이 5문항(25.0%)이고 전국권2가 10문항
(55.5%)으로 39.5% 정도이며, 우리나라 생물Ⅱ에 해당하는 문항은 전국권1이 14문항
(70.0%)이고 전국권2가 5문항(27.8%)으로 50.0% 정도였다. 반면, 우리나라 10학년 과학
에 해당하는 문항은 전국권1과 전국권2에 모두 없었으며, 우리나라 고둥학교까지의 교육
과정 수준을 벗어나는 문항은 전국권1은 1문항(5.0%), 전국권2는 3문항(16.7%)으로 그
수가 많지 않았다.
이과종합 전체로 볼 때 전국권1과 전국권2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우리나라 과학Ⅰ
에 해당하는 문항이 20∼30% 정도, 과학Ⅱ에 해당하는 문항은 45∼55% 정도를 차지하
며, 대학 수준의 문항이 25% 정도를 차지하는 반면, 10학년 과학에 해당하는 문항은 극
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화학의 경우 다른 과목에 비해 과학Ⅰ에 해당하
는 문항이 평균 2∼3% 정도로 비율이 매우 낮고 대학 수준의 문항 비율이 평균 50%
가량으로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 화학Ⅰ 교육과정의 특징에 기인
한 것으로 보이며 까오카오의 출제 범위 내용 중 일부만을 우리나라 화학Ⅰ 교육과정에
서 다루고 있다.
<표 Ⅱ-41>은 까오카오 이과종합 문항을 행동 요소에 따라 분석한 것이다. 물리의
경우 적용에 해당하는 문항은 전국권1이 10문항(55.6%)이고 전국권2도 9문항(37.5%)으
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으며, 탐구 설계 및 수행에 해당하는 문항 전국권1과 전국권2가
각각 4문항(22.2%)과 5문항(20.8%)으로 20% 정도를 차지하였다. 자료 분석 및 해석에
해당하는 문항은 전국권1은 1문항뿐이었고 전국권2는 5문항으로 20% 정도 되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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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해와 결론 도출 및 평가에 해당하는 문항은 전국권1과 전국권2 모두 1∼4문항으로
20%를 넘지 않았으며,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에 해당하는 문항은 전국권1과 전국권2
모두 한 문항도 없었다.
화학의 경우 이해에 해당하는 문항은 전국권1과 전국권2에서 각각 11문항(50.0%)과 8
문항(30.8%)이고 적용에 해당하는 문항은 전국권1에서 8문항(36.5%), 전국권2에서 11문
항(42.3%)이었다.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분석 및 해석과 결론 도출 및 평가에 해당하
는 문항 수는 전국권1에서 모두 1문항(4.5%)으로 같고, 전국권2에서는 탐구 설계 및 수
행과 자료 분석 및 해석에 해당하는 문항은 각각 4문항(15.4%)과 3문항(11.5%)으로 거
의 비슷하며, 결론도출 및 평가에 해당하는 문항은 없었다. 특히 문제 인식 및 가설 설
정에 해당하는 문항은 전국권1과 전국권2 모두 한 문항도 없었다. 전국권1과 전국권2를
비교할 때 이해와 적용을 합친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의 수는 같았고 탐구 설계 및 수행
과 자료 분석 및 해석에 해당하는 문항은 전국권1보다 전국권2에서 더 많았다.
<표 Ⅱ-41> 2009년 까오카오 이과종합 문항의 행동 요소별 문항 수 및 비율
이해
2
물리 (11.1)
11
화학 (50.0)
전국권1
7
생물 (35.0)
20
계 (33.3)
1
물리 (4.7)
8
화학 (30.8)
전국권2
7
생물 (38.9)
16
계 (23.5)
중국 대학입학시험 문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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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적용 문제
및설정
가설
10
0
(55.6) (0.0)
8
0
(36.5) (0.0)
8
0
(40.0) (0.0)
26
0
(43.3) (0.0)
9
0
(37.5) (0.0)
11
0
(42.3) (0.0)
2
0
(11.1) (0.0)
22
0
(30.9) (0.0)

탐구
설계
및 수행
4
(22.2)
1
(4.5)
1
(5.0)
6
(10.0)
5
(20.8)
4
(15.4)
4
(22.2)
13
(19.1)

자료
분석
및 해석
1
(5.6)
1
(4.5)
1
(5.0)
3
(5.0)
5
(20.8)
3
(11.5)
4
(22.2)
12
(17.6)

결론
도출
및 평가
1
(5.6)
1
(4.5)
3
(15.0)
5
(8.3)
4
(16.7)
0
(0.0)
1
(5.6)
5
(7.4)

계
18
(100)
22
(100)
20
(100)
60
(100)
24
(100)
26
(100)
18
(100)
68
(100)

생물의 경우 이해에 해당하는 문항은 전국권1과 전국권2에서 각각 7문항(35.0%)이고
적용에 해당하는 문항은 전국권1에서 8문항(40.0%), 전국권2에서 2문항(11.1%)이었다.
탐구 설계 및 수행과 자료 분석 및 해석에 해당하는 문항은 전국권1과 전국권2가 각각
1문항(5.0%)과 4문항(22.2%)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결론 도출 및 평가에 해당하는 문항
은 전국권1에서 3문항(15.0%), 전국권2에서 1문항(5.6%)이었다.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
에 해당하는 문항은 전국권1과 전국권2 모두 한 문항도 없었다. 전국권1과 전국권2를 비
교할 때 적용에 해당하는 문항은 전국권1이 더 많았고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분석 및
해석에 해당하는 문항은 전국권1보다 전국권2에서 더 많았다.
이과종합 전체로 볼 때 전국권1과 전국권2가 다소 차이를 보여 이해와 적용에 해당하
는 문항은 전국권1이 전국권2에 비해 다소 높은 반면,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분석 및
해석에 해당하는 문항은 전국권1이 전국권2에 비해 다소 낮았다. 그러나 전국권1과 전국
권2 모두 이해와 적용에 해당하는 문항이 76.6%와 55.9%로 높은 반면, 결론 도출 및 평
가 문항은 각각 10% 이하로 낮았고,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에 해당하는 문항은 한 문
항도 없었다. 우리나라 수능의 경우 이해와 적용에 해당하는 문항을 합해 40% 이하로
출제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할 때 중국 까오카오 문항의 이해 및 적용 문항의 비율이 수
능에 비해 높은 반면, 자료 분석 및 해석과 결론 도출 및 평가 문항의 비율은 상당히 낮
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국권2의 경우 물리, 화학, 생물 모두 탐구 설계 및 수행에 해당하
는 문항의 비율이 20%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과목별로 문항 구성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물리의 경우 이해 영역의 비율이 전국권1과 전국권2 모두 다른 두 과목에 비해
20% 이상 낮았다.
우리나라 수능의 경우 예상 정답률이 20∼39%, 40∼59%, 60∼79%, 80∼100%에 해당
하는 문항을 각각 3문항, 7문항, 7문항, 3문항씩 출제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까오
카오의 이과종합 문항의 예상 정답률 분포는 <표 Ⅱ-42>와 같다.
물리의 경우 전국권1의 예상 정답률은 0∼19%, 20∼39%, 40∼59%, 60∼79%, 80∼
100%에서 해당하는 문항이 각각 1문항, 5문항, 10문항, 2문항, 0문항씩, 전국권2의 예상
정답률은 0∼19%, 20∼39%, 40∼59%, 60∼79%, 80∼100%에서 해당하는 문항이 각각 0
문항, 6문항, 12문항, 3문항, 3문항씩 출제되어 예상 정답률 20∼39%에 해당하는 문항이
25% 정도, 40∼59%에 해당하는 문항이 50% 정도, 60∼79%에 해당하는 문항이 10% 정
도 출제되었고, 예상 정답률이 20% 미만인 문항과 80% 이상인 문항은 많이 출제되지
않아 우리나라 수능에 비해 다소 어려운 문항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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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2> 2009년 까오카오 이과종합 문항의 예상 정답률별 문항 수 및 비율
물리
전국권1

화학
생물
소계
물리

전국권2

화학
생물
소계

0∼19
1
(5.6)
0
(0.0)
0
(0.0)
1
(1.7)
0
(0.0)
0
(0.0)
0
(0.0)
0
(0.0)

20∼39
5
(28.8)
18
(81.8)
5
(25.0)
28
(46.7)
6
(25.0)
18
(69.2)
4
(22.2)
28
(41.2)

40∼59
10
(55.6)
4
(18.2)
4
(20.0)
18
(30.0)
12
(50.0)
4
(15.4)
5
(27.8)
21
(30.9)

60∼79
2
(11.1)
0
(0.0)
10
(50.0)
12
(20.0)
3
(12.5)
4
(15.4)
5
(27.8)
12
(10.6)

80∼100
0
(0.0)
0
(0.0)
1
(5.0)
1
(1.7)
3
(12.5)
0
(0.0)
4
(22.2)
7
(10.3)

계
18
(100)
22
(100)
20
(100)
60
(100)
24
(100)
26
(100)
18
(100)
68
(100)

화학의 경우 전국권1의 예상 정답률은 0～19%, 20～39%, 40～59%, 60～79%, 80～
100%에 해당하는 문항이 각각 0문항, 18문항, 4문항, 0문항, 0문항씩, 전국권2의 예상 정
답률은 0～19%, 20～39%, 40～59%, 60～79%, 80～100%에 해당하는 문항이 각각 0문항,
18문항, 4문항, 4문항, 0문항씩 출제되었다. 우리나라 수능에서는 정답률 40% 미만인 문
항과 정답률 80% 이상인 문항을 각각 15% 출제하고, 40%～59%, 60%～79%에 해당하
는 문항을 각각 35% 정도 출제하고 있다. 전국권1과 전국권2에서 정답률이 40% 미만인
문항의 비율이 매우 높아 어려운 문항의 비율이 수능보다 많다고 판단된다. 특히 전국권
1의 경우 정답률이 60%～79% 범위와 80이상에 해당하는 문항이 한 문항도 없었으며
전국권2의 경우는 정답률이 60%～79%인 문항이 15%정도, 정답률이 80% 이상인 문항
이 한 문항도 없는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수능에 비해 어려운 문항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생물의 경우 전국권1의 예상 정답률은 0～19%, 20～39%, 40～59%, 60～79%, 80～
100%에 해당하는 문항이 각각 0문항, 5문항, 4문항, 10문항, 1문항씩, 전국권2의 예상 정
답률은 0～19%, 20～39%, 40～59%, 60～79%, 80～100%에 해당하는 문항이 각각 0문항,
4문항, 5문항, 5문항, 4문항씩 출제되었다. 우리나라 수능에서는 정답률 40% 미만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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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과 정답률 80% 이상인 문항을 각각 15% 출제하고, 40%～59%, 60%～79%에 해당하
는 문항을 각각 35% 정도 출제하고 있다. 전국권1과 전국권2에서 정답률이 40% 미만인
문항의 비율이 약간 높아 어려운 문항의 비율이 더 많다고 보이나 전국권1의 경우 정답
률이 60%～79% 범위인 문항의 비율이 50%로 우리나라 수능에서보다 높고 전국권2의
경우 정답률이 80% 이상인 문항의 비율이 우리나라 수능에서보다 높아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수능보다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과종합 전체로 볼 때 전국권1과 전국권2의 예상 정답률 분포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80∼100%에서 해당하는 매우 쉬운 문항이 전국권1에 비해 전국권2에서 많았다.
반면 과목별로는 큰 차이를 보여 물리와 생물의 경우 20∼39%에 해당하는 문항이 20∼
30% 정도 차지한 반면 화학의 경우는 전국권1과 전국권2가 각각 80%와 70% 정도로 매
우 높아, 다른 과목 및 우리나라 수능과 비교할 때 매우 어렵게 출제되는 것으로 평가된
다. 반면 생물의 경우 60∼79%에 해당하는 문항의 비율이 30∼50% 정도로 다른 과목에
비해 높았으며, 전국권2의 경우는 80∼100%에서 해당하는 문항이 20% 이상 출제되어
다른 두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상 정답률은 0∼19%
에 해당하는 문항은 전체 1문항으로 그 비율이 매우 낮아, 극히 어려운 문항은 거의 출
제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문항 사례

다음은 우리나라 수능과 비교하여 특색 있는 문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① 실험에 관한 문항

까오카오 이과종합 요강에서 수험생들에게 요구하는 능력으로 물리, 화학, 생물 모두
실험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실험 기구 취급에 관한 문항뿐만 아니
라 구체적인 실험 상황에서 가설에 따른 타당한 실험 설계나 결과 예측, 결론 도출 등을
서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문항에서 제시된 실험 방법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능력을 요
구하고 있어 탐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권1 22번]
그림의 회로에 1, 2, 3, 4, 5, 6은 연결점을 표시한 기호이
다. 스위치를 닫은 후 꼬마전구가 켜지지 않았다. 멀티테
스터로 회로의 고장을 검사하는데, 검측이 필요한 것은 전
원, 스위치, 꼬마전구, 도선 3개 및 회로에 있는 각 연결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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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꼬마전구와 도선 3개를 검측하기 위해 연결점 1과 2를 연결한 상태에서, 먼저 멀티테스터의
을 사용해야 한다. 연결점 1과 2를 동시에 끊은 상황에서는 멀티테스터의
을
사용해야 한다.
（2）스위치가 접속된 상황에서 만약 5와 6 사이에 전압이 걸리는 것을 측정하였다면
에
고장이 있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다.
（3）꼬마전구를 회로에서 떼어낸 후, 멀티테스터를 이용하여 꼬마전구에 고장이 있는지 없는지
검측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쓰시오.

위 문항은 물리의 경우 전국권1과 전국권2에서 버니어 캘리퍼스와 멀티테스터를 사용
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다. 위 문항은 멀티테스터를 사용하여 회로의 고장 부
분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 서답형으로 묻고 있다.
[전국권1 32번] 14점
주어진 실험재료와 도구를 이용하여, 포유동물의 수크라아제와 아밀라아제의 촉매작용에 기질 특
이성이 있음을 실험하여 검증하시오. 실험설계를 완성하고, 실험 절차를 보충하며, 실험결과를 예
측하여 결론을 얻어낼 뿐만 아니라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 실험재료와 도구
: 적당한 농도의 수크라아제, 침아밀라아제, 설탕, 4종류의 녹말용액, 펠링용액(Fehling’s solution),
시험관, 37℃ 상온의 물 담는 그릇, 물 끓이는 그릇.
(1) ‘+’는 적당량의 용액을 넣는 것을 나타내고, ‘—’는 용액을 넣지 않는다는 것이며, 갑과 을 등은
시험관 기호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부호를 이용하여 다음 표의 실험 설계를 완성하시오.
(답은 답안지 카드의 알맞은 표 안에 기입하시오)
용액 설탕용액
녹말용액 수크라아제 용액 침아밀라아제 용액
시험관
갑
+
‐
+
‐
(2) 실험 절차
① 위 표대로 설계하고 시험관을 쓰며, 용액을 더한다.
(3) 결과 예측
(4) 결론
(5) 위의 실험 중, 만약 37℃ 상온의 물 담는 그릇의 온도를 20℃로 조절하고, 다른 조건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의 실험을 반복하면, 붉은색 침전의 색깔은 37℃일 때보다 옅으며, 그 원인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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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항은 네 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위 문항이 모두 서답형으로 출
제되었다. 설탕과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를 이용한 실험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효소
의 기질 특이성을 검증하는 실험을 설계하고 결과 예측과 결론 도출을 요구하는 문항이
다. 대조군과 실험군의 설정, 변인 통제 등 실험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효소의
작용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예측 능력, 예측에 기반을 둔 결론 도출 능력 등을 요
구하고 있어 탐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문항이다.
② 지식의 이해를 묻는 단순한 문항

까오카오 이과종합 요강에서 수험생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에 물리, 화학, 생물에서 모두
이해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나 개념 간의 관계, 주요
개념을 이용하여 자연 현상을 설명을 묻는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전국권2 7번]
용액과 콜로이드에 관한 다음 서술 중 옳은 것은?
A. 용액은 전하가 중성이며, 콜로이드는 전기를 띤다.
B. 전기가 통할 때, 용액 중의 용질입자는 각각 양극을 향해 이동하는데, 콜로이드 중의 분산질입
자는 어떤 한극을 향해 이동한다.
C. 용액 중의 용질분자의 운동은 규칙적이고, 콜로이드 속의 분산질 입자의 운동은 규칙이 없다.
즉 브라운 운동이다.
D. 한 광선이 각각 용액과 콜로이드를 통과할 때, 뒤에 것에는 명확한 light pattern이 나타나는데,
앞에 것에는 없다.

위 문항은 용액과 콜로이드에 관한 기본 지식을 알고 있는지 묻고 있다. 이런 유형은
우리나라 수능에서는 출제되지 않고 있으며 교내 시험에서 잘 출제되는 형식의 문항이
다. 또한 콜로이드에 관한 내용은 우리나라 7차 교육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다.
[전국권1 6번]
다음의 각 이온 그룹 중, 용액 중에서 대량으로 공존할 수 있고, NaOH 용액을 넣어 가열하면 유
기체를 방출하고 침전을 생성하는 한 그룹은?
A. Ba , NO , NH , Cl
B. Ca , HCO , NH , AlO 
C. K , Ba , Cl , HSO
D. Mg , NH , SO  , K








































이 문항은 각 이온의 특성에 관한 기본 지식을 알고 이 개념을 제시된 상황에 올바르
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이는 우리나라 수능에서는 출제하지 않는 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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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발문도 가독성이 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문항에서 요구
하는 이온의 특성은 우리나라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대학 수준에서 다루는 이온의 성
질까지 묻고 있다.
③ 정답이 복수인 문항

까오카오의 경우 객관식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정답이 하나
이지만 두 번째 부분은 정답이 여러 개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부분에 해당
하는 문항의 경우 각 문항당 점수는 6점이며 3점을 부분 점수로 부여한다. 2009년의 경
우 정답이 여러 개인 문항은 모두 정답이 2개였다. 정답이 2개인 문항에서 옳은 답 1개
만을 고르거나, 답을 2개를 선택하되 그 중 1개가 틀리면 3점을 부여받는 것으로 보인
다. 정답이 1개인 문항인 경우 정답을 포함하여 2개의 답지를 답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3점을 부분 점수로 부여한다. 전국권1과 전국권2 모두 객관식 21문항 중 정답이 여러 개
일 수 있는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문항은 각각 8문항이었다. 그 중 정답이 2개인 문
항은 전국권1이 3문항이었고, 전국권2는 5문항이었다. 전국권2의 경우 객관식 21문항 중
정답이 여러 개일 수 있는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문항이 8문항이었으며, 그 중 3문항
의 정답이 2개였다.
[전국권2 14번]
단순 조화 진동과 단순 조화 파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매질의 한 점의 진동 주기는 상응하는 파동의 주기와 같다.
B. 매질의 한 점의 진동 속력은 상응하는 파동의 속력과 같다.
C. 파동의 전파 방향은 매질의 한 점 진동 방향과 일치한다.
D. 진동 방향 상에서 횡파의 마루와 골 사이의 거리는 매질의 한 점 진폭의 2배이다.
[전국권2 15번]
두 물체 갑과 을이 같은 일직선상에서 운동할 때, 0초부터 0.4초 동안 두 물체의 시간에 따를 속도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았다.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만 존재한다고 할 때, 갑과 을의 질량비와
그림 속의 시간  은?


A.  , 0.30초 B. 3, 0.30초 C.  , 0.28초 D. 3, 0.2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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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권2 14번 문항의 경우 문항의 형식상 정답이 몇 개인지 알 수 없으며 실제 정답은
A와 D 2개였다. 반면 전국권2 15번 문항의 경우는 문항의 형식상 정답이 1개뿐임을 알
수 있다.
④ 세트 문항

[전국권1 34번]
옥수수를 재배하는 한 농장에서, 수확한 옥수수 종자는 닭의 사료로 사용되고, 사람의 양식으로도
사용된다. 옥수수 줄기는 가공하여 소의 사료로 만든다. 생산된 소와 닭은 사람에게 식용으로 제공
된다. 사람, 소, 닭의 분뇨가 발효되어 만들어지는 메탄가스는 에너지가 된다. 메탄 찌꺼기와 메탄
액은 옥수수를 재배하는 비료로 사용된다. 이에 근거하여 대답하시오. (공간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1) 닭, 소, 옥수수, 사람으로 조성되는 먹이그물을 그리시오.
(2) 소와 닭 사이에 경쟁관계가 (있다. 없다)，이유는
이다.
사람과 닭의 종간관계는
이며, 사람과 소의 종간관계는 이다.
(3) 이 농장의 생태 시스템에 흐르는 총 에너지는
로 고정된
에서 나온다. 무기 환경
중의 탄소는
형식으로 이 인공 군집에 들어간다.
(4) 이 농장에서 생산하는 옥수수의 1/3을 닭을 기르는 사료로 삼고, 2/3를 사람의 식용으로 하
며, 생산된 닭은 사람의 식용으로 제공된다고 가정한다. 지금은 2/3의 옥수수를 닭 사료로
하고, 1/3을 사람의 식용으로 하며, 생산된 닭은 여전히 사람의 식용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
로 조정한다. 이론상 이 농장에서 공양하는 사람 수는 장차 (증가, 불변, 감소）한다. 이유는
이다.

이 문항은 옥수수 농장의 먹이그물을 소재로 하여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4개의 하위
문항을 통해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 그리고 제시된 조건을 통해 결과를 추론하
는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이다. 하위 문항 중 (1)∼(3)은 먹이그물의 기본 개념 적
용, 먹이그물을 이루는 개체군 사이의 관계와 같은 기본 개념의 이해와 적용을 묻고 있
고 네 번째 하위 문항 (4)는 농장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이나 영양단계별 에너지 효율
에 바탕으로 개체군 크기 변화 등을 추론하는 문항이다. 하나의 문제 상황으로 기본 개
념의 이해와 적용, 추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세트 문항으로서 잘 개발된 문항이다.
⑤ 실생활 소재를 활용한 문제해결 문항

까오카오의 생물에서 요구되는 능력 중 하나는 종합적인 운용 능력이다. 이 능력은
알고 있는 지식을 종합하여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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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권1 31번]
복숭아가 익은 후, 빨리 물러지면, 저장 운송력이 떨어진다. 아래 그림은 상온에서 A, B 두 품종의
복숭아 과일이 익은 후 경도 등의 변화를 실험한 결과이다.

그림에 근거하여 답하시오.
⑴ 이 실험 결과는 복숭아 과실이 익은 후 경도가 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경도가 떨
어지는 것은 세포벽 중의
분해와 관련이 있고, 이 물질의 분해는
의 활성변
화와 관련 있다.
⑵ A, B 품종 중 저장 운송력 있는 품종은
이다.
⑶ 이 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복숭아를 딴 후 물러지는 정도를 늦출 수 있는 보존방법은
이
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유는
때문이다.
⑷ 과일을 딴 후에 이를 빨리 익게 하고 싶을 때, 과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와
이다.
⑸ 일반적으로 볼 때, 과일이 익는 과정 중에 녹색이 옅어지는 현상이 여전히 나타나는데, 그 원인
은
이다.

복숭아의 숙성 과정에서 조사된 여러 가지 자료를 그림으로 제시하고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지식의 이해, 자료 분석을 통한 알게 된 것을 바탕으로 복숭아 숙성 속도 조절에
관련된 생활 속의 문제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이다. 지식의 이해와 자료 분석 능력,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요구하는 특성을 보이는 문항이다.
⑥ 수치 계산이 복잡한 문항

물리 문항의 경우 계산이 복잡한 문항이 다수 출제되고 있다. 문항은 내용 상 매우
어려운 문항은 아니나 실제의 물리량을 제시하여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사칙연산을 하
는 계산 과정이 복잡한 경우도 있다.
중국 대학입학시험 문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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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권1 16번]
헬륨-네온 레이저는 3가지 파장의 레이저를 만든다. 그 중 두 가지 파장은 각각  =0.6328 μm과
 =3.39 μm이다. 파장이  인 레이저는 네온 원자가 에너지 준위 간격이  =1.96eV인 두 개
의 에너지 준위 사이의 전이로 발생한 것이다. 파장이  인 레이저가 대응하는 전이한 에너지 준
위 간격을  라 할 때,  의 근사값은?
A. 10.50eV B. 0.98eV C. 0.53 eV D. 0.36eV














위 문항은 수치 계산이 다소 복잡한 문항의 예로 0.6328×1.96=3.39× 로부터  를
계산하는 문항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중국 까오카오 이과종합 문항의 특징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까오카오 이과종합은 물리, 화학, 생물 영역별로 출제된 개별 문항들이 단
순하게 일정 비율씩 혼합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박종배(2005)는 이과종합과 같은
‘종합과목’은 기존의 문과류․이과류 과목들을 일정 비율로 단순 혼합하는 형식으로 출
제되는 시험이 아니라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을 통하여 학습한 지식에 대한 이해․파
악․적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하였으나 전국권1과 전국권2의 경우
물리, 화학, 생물 영역에 대한 개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수능과 달리
지구과학 영역의 문항은 이과종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까오카오는 요강에 그 출제 내
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까오카오 요강의 경우도 물리, 화학, 생물의 개별 과목별로 출제
됨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까오카오의 다른 과목도 그러하지만 이과종합의 경우도 선택형의 객관식 문항
뿐만 아니라 단답형, 서술형 문항 등 다양한 유형의 문항이 출제된다. 선택형 문항의 경
우도 물리의 경우는 답이 1개 이상인 문항들이 있으며, 이들 문항에 대해서는 부분 점수
를 부여하고 있다.
셋째, 중국 까오카오 이과종합은 실험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물리, 화학, 생물 영역
모두 까오카오 요강에서 실험 능력을 요구 능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각 영역의 출제
내용으로 실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권1과 전국권2 모두 물리, 화학, 생물과
관련하여 각각 2문항씩 실험 문항을 출제하고 있다. 이러한 실험 문항은 실험 능력을 보
다 잘 측정할 수 있도록 선택형이 아닌 단답형이나 서술형 문항으로 출제하고 있다. 기
초적인 실험 기구 사용법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실험 과정을 다루는 문항이 출제되고 있
어 실험을 통한 탐구 능력 평가가 강조되고 있다. 가설을 입증하는 데 타당한 실험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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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결과 예측, 결론 도출 등을 서술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탐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출제되고 있다.
넷째,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재를
이용하여 문제 상황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지식에 대한 이해와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요구하는 문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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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요약 및 수능에 주는
시사점

1. 요약
2. 수능에 주는 시사점

1

요약

수능이 1994학년도에 처음 시행된 이후 출제가 반복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문항 출
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 결과 문항이 패턴화되는 경향이 있어 학교 수업이 문제
풀이 중심 수업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능 문항이 각 전공 영역에서 기르
고자 하는 수학능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수능
과 유사한 외국의 입시 문항을 분석하고, 수능에 주는 시사점을 추출하여 수능 문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에는 미국의 SAT와 ACT 문항을, 2009년에는 일본 대학입시센
터 시험 문항을 분석하였으며, 올해에는 중국의 대학입학시험 문항을 분석하였다.
중국 대학입학시험은 일반적으로 줄여서 ‘高考(까오카오)’라고 부른다. 까오카오 출제
는 중국 ‘교육부고시중심’에서 맡고 있으며, 성이나 시가 독자적으로 문항을 자체 개발하
여 시험을 시행하기도 한다. 까오카오는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여 매년 발표되는 과목별
까오카오 요강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출제되며, 과목 구성은 성이나 시 단위별로
시행되는 경우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국권1과 전국권2의 경우는 어문, 수학(문
과/이과), 외국어(영어), 문과종합, 이과종합 등 5과목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수학의 경우
문과와 이과 등 2개의 시험이 개발되며, 문과종합은 역사, 지리, 정치의 내용으로, 이과
종합은 물리, 화학, 생물의 내용으로 구성된 과목이다. 어문, 수학, 외국어(영어)는 전국
적으로 필수 시험 과목이며, 성이나 시별로 그 외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정하는 이원 체
계를 따르고 있다. 까오카오는 4지선다형 이외에 영어의 듣기 문항은 3지선다형으로 출
제되며, 각 과목별로 단답형 및 서술형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어문과 영어의 경우 논술
형 문항이 각각 한 문항씩 출제된다. 까오카오 전국권의 경우 매년 같은 날 이틀 동안
시행된다.
각 영역별 특징 및 문항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언어 영역 : 까오카오 어문에서 측정하는 능력은 지식, 이해, 분석종합, 표현응용, 감
상평론 등으로 분류되며 이들은 위계를 이루어 뒤로 갈수록 상위의 능력이 된다. 또한
까오카오 어문에서 다루는 내용 영역은 어문 지식과 언어 표현, 문학 상식과 명문장, 고
전문 독해, 현대문 독해, 작문 등으로 크게 5가지 영역이다. 어문 시험 중 첫째 세트는
어문 지식과 언어 표현에 관한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능의 어휘․어법 영역
과 유사한 것으로 기본적인 언어 지식과 상용되는 언어 표현 능력을 측정한다. 서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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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 제Ⅱ권에 고전문 독해 세트에 포함하여 문학가나 작품 및 작품의 명문장을 암기
하는 문학적 소양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제Ⅰ권에서는 600～700자(우리말로는 1,800～
2,100자) 정도 분량의 고전 제시문과 함께 내용을 이해하고 요지를 분석 종합하는 능력
을 측정하는 4지선다형 문항이 3～4개가 제시되며, 제Ⅱ권에서는 고전문이나 시의 일부
를 직접 번역하거나 감상 평론을 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출제하고 있다. 제Ⅰ권에
서는 800～1,300자(우리말로는 1,300～2,500자) 정도 분량의 현대문 제시문과 함께 내용
을 이해하고 요지를 분석 종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4지선다형 문항이 3～4개가 제시되
며, 제Ⅱ권에서는 현대문이나 문학 작품을 감상 평론을 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출
제하고 있다. 작문은 보통 제Ⅱ권의 후미에 있으며 문항의 수는 적지만 배점이 커서 까
오카오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다. 작문 시험은 기초와 심화 두 단계로
이루어지며 기초인 제Ⅱ권 六세트는 2～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답안은 몇 개의 문장
을 서술하게 하고, 심화인 七세트는 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답안은 한 편의 완성된 글
로 600～800자(우리말로 1200～1600자) 정도의 분량을 서술하게 한다. 까오카오 어문의
문항 분석을 위해 5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협의회를 갖고 문항을 검토하였다. 검토
대상은 2009년도 6월에 실시한 까오카오 전국권1과 북경의 문제지 1회분으로 하였다.
수리 영역 : 까오카오에서 수학은 어문, 외국어와 함께 까오카오에 지원하는 모든 학
생이 필수적으로 치르는 과목이다. 수학 시험은 까오카오 120분 동안 실시된다. 까오카
오 수학 시험은 2003년 중국 교육부에서 발표한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 방안’과 ‘일반
고등학교 수학교육과정 표준’의 필수 교육과정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이과 시험과 문과
시험으로 나뉘어 출제된다. 문항의 구성은 각 지역의 시험이 조금씩 다르지만 4지선택
형, 단답형, 서술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150점 만점이다. 까오카오 요강에 의하면 수학
시험은 기본적으로 기초 지식을 측정하며 수학적 사고와 방법의 측정과 수학적 능력의
측정을 중시하고, 수학의 과학적 가치와 인문적 가치를 음미하도록 한다. 까오카오 시험
의 출제 범위는 이과 시험의 경우 평면벡터, 집합과 간단한 논리, 함수, 부등식, 삼각함
수, 수열, 직선과 원의 방정식, 원추곡선의 방정식, 직선, 평면, 간단한 기하, 순열, 조합,
이항정리, 확률, 통계, 수학적 귀납법, 극한과 연속성, 도함수, 수체계의 확장이다. 문과
시험의 경우는 이과 시험의 출제 범위에서 수학적 귀납법, 수 체계의 확장, 그리고 통계
의 일부를 제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문항의 60% 이상이 이과와 문과 공통으로 출
제되고 있다. 공통 문항의 경우 완전히 동일하게 출제되기도 하지만, 일부 변형되어 출
제되기도 한다. 행동 영역은 이과 시험과 문과 시험 모두 사유 능력, 연산 능력, 공간상
상 능력, 실천 능력, 창의적 사고로 구분되어 출제된다. 까오카오 문항의 특징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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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문항이 출제된다는 것이다. 문항 유형도 4지선택형, 단답형, 서술형으로 출제되지
만 문항의 성격도 우리나라 학력고사 형태의 문항에서부터 본고사 형태의 문항, 경시대
회 수준의 문항까지 출제되며, 기하 영역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서술형 문항에는 하위
문항이 있어서 문제 풀이의 단계를 점진적으로 유도하기도 하고, 한 문항을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하도록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능의 합답형 문항이나 실생활 또는 타교과 상
황에서 해결하는 문항은 출제되지 않는다.
외국어(영어) 영역 : 까오카오 영어의 특징은 첫째로 듣기와 읽기로 구별되는 수능과
달리 듣기와 읽기 외에 쓰기 시험이 글쓰기를 통해 직접적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 덕, 체를 겸비한 전인적인 인격체를 양성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의 교육
철학은 지식 측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선택형 문형 외에 사고력과 창의력을 측정하
기 위한 영역으로 글쓰기 능력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전체 원점수
만점의 23～37%에 이르는 점수를 배분하여 쓰기 문항을 출제하고 있다. 둘째로 지역별
그리고 응시자 수준을 고려한 지역별 출제가 일반화되어 교육적 필요에 의해 출제 문항
의 유형과 수준도 다르게 출제된다. 그리하여 글쓰기 평가에서도 전국권1은 두 개의 에
세이 문제를 출제하는 반면, 전국권2 시험은 에세이 한 문항을 간단한 문장 내 단어 번
역 문제로 대체하여 출제하고 있다. 그리고 듣기 영역에서도 전국권2 시험은 밑줄 친 단
어의 발음과 동일한 단어를 고르는 문제로 대체한다. 셋째로, 발음, 어법 및 어휘와 관련
된 지식 평가에 있어 수능은 듣기와 읽기 활동의 목적인 대화/담화/읽기 지문의 내용 이
해 활동과 통합된 형태의 문항을 출제하는 데 반해, 까오카오에서는 해당 정보를 묻기
위한 최소 언어 단위에 해당하는 단어와 문장만을 듣기나 읽기 활동으로부터 분리된 형
태로 따로 떼어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하고 있다. 다양한 해당 언어 지식을 담화 차원의
제약 없이 짧은 시간 안에 평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언어 사용 능력 자체에 대
한 평가가 아니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넷째로, 듣기와 읽기의 문항 형식과 질문 내
용이 수능처럼 정형화되지 않고 대화/담화/읽기 지문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며,
지문에서 직접 기술되지 않은 이유를 추론하거나 필자의 관점을 적용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사고력 중심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는 듣기와 읽기에서 각각 4문항 출제되는
비중 있는 유형인데, 수능에는 없는 출제 유형으로 새로이 고려해 볼만 한 유형이라 하
겠다.
사회탐구 영역 : 사회탐구 영역 문항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여섯 가지 측면에서 특징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먼저 문항의 형식 면에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선택형 문
항은 지시문에 정보와 문제가 동시에 제시된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둘째, 문항의 유형
Ⅲ. 요약 및 수능에 주는 시사점

147

면에서는 영역별로 특징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지리 영역의 문항은 모두 세트형 문항
이고, 단독형 문항은 없다. 이에 비해 역사 영역은 모두 단독형 문항이고, 세트형 문항은
없다. 정치 영역은 단독형이 대부분이지만 세트형 문항도 세 세트(6문항) 출제되었다. 정
답과 답지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지리 영역과 역사 영역은 1개의 정답을 고르는 정답형
이 일반적이지만, 정치 영역은 합답형 문항이 많다. 이는 영역별 특징을 반영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자료가 문항 풀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리 영역의 경우 자료 활용
을 극대화하기 위한 세트형 문항이 많이 출제된 반면, 역사적 사실이나 논리적 사고를
중시하는 역사 영역과 일반 사회 영역은 단독형 문항이 많이 출제된다고 할 수 있다. 주
로 사실 판단이나 자료 해석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는 역사나 지리 영역의 경우 정답
이 하나인 정답형 문항이 많고, 여러 관점에서 판단하고 해석해야 하는 정치 영역의 경
우 정답이 여러 개인 합답형 문항이 많다. 셋째, 평가 요소 면에서 살펴보면 내용별로
편중이 나타나고 있다. 지리 영역의 경우 인문지리에 비해 자연지리의 문항 비중이 과반
수를 넘었으며 지역지리 분야에서는 세계지리와 중국지리의 출제 비중이 유사하였다. 역
사 영역의 경우에도 문항의 평가 요소가 영역별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전국권1
의 경우 중국사의 비중이 높고 세계사의 비중이 낮은 반면에 전국권2의 경우는 중국사
의 비중이 낮고 세계사의 비중이 높다. 전국권1은 3과목별로 비중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전국권2의 경우는 중국 근․현대사에서 1문항밖에 출제되지 않아 불균형
이 심하다. 넷째,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의 차원 면에서 보면 선택형 문항은 주로 저차
사고력을, 종합형 문항은 주로 고차 사고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문항이 출제되
었다. 즉, 단순한 사실의 암기나 자료의 해석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은 주로 선택형 문항
에서 출제되었고,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인 판단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은 주로 종합형
문항이었다. 다섯째, 인접 학문과 연계한 통합형 문항이 많다. 예를 들어 지리 영역에서
는 역사지리적 자료에 기초하여 해당 지역의 지리적 지식이 역사 해석 및 역사지리적
추론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한 문항과 지구과학적 소재를 활용하여
지역지리의 다양한 지리적 현상과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 문항 등이 출
제되었으며, 역사 영역에서 현대 중국을 다루는 문항은 역사만을 다루고 있다기보다 정
치와 지리 영역과의 결합이 시도되고 있어 종합적인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 영역
의 경우에도 중국의 사회 현상을 철학적으로 조망하거나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문항이 많이 출제되었다. 여섯째, 교육과정과의 관련도 고려해야 하겠
으나 소재 면에서 문과종합 정치 영역 문항은 학문적 개념 및 원리와 더불어 시사적인
현안과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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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오카오 전국권 시험의 이과종합 과목은 시험시간이 총 150분이며
300점 만점으로 선택형 문항과 서답형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서답형 문항은 빈칸
채우기와 실험 문제, 도형 그리기, 계산 문제, 단답형 문제 등 다양한 문제 유형으로 이
루어져 있다. 이과종합 시험은 물리, 화학, 생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수능과 달
리 지구과학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본적인 이해나 관찰 능력부터 추리, 종합 운
용과 같은 사고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실험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시험의 출제
내용은 교육과정이 아닌 출제 요강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대체로 우리나라 수능과 비슷
한 내용과 수준의 문항이 출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수능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전국권1과 전국권2 시험 문항 분석 결과, 우리나라 과학Ⅰ에 해당하는 문항
이 20∼30% 정도, 과학Ⅱ에 해당하는 문항은 45∼5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
로 대학 수준의 문항이 25% 정도를 차지하는데, 물리나 생물의 경우 그 비율이 10% 내
외로 높지 않은 반면, 화학의 경우 50% 가량으로 매우 높다. 행동 영역에 따른 분석의
경우 앞서 언급하였듯이 탐구 설계 및 수행에 해당하는 문항의 비율이 높으며, 이해와
적용에 해당하는 문항의 비율도 우리나라 수능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예상 정답률
의 경우 이과종합 전체로 볼 때 전국권1과 전국권2의 예상 정답률 분포가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나 과목별로는 큰 차이를 보여 물리와 생물의 경우 20∼39%에 해당하는 문
항이 20∼30% 정도 차지한 반면 화학의 경우는 전국권1과 전국권2가 각각 80%와 70%
정도로 매우 높아, 다른 과목 및 우리나라 수능과 비교할 때 매우 어렵게 출제되는 것으
로 평가된다. 반면 생물의 경우 60∼79%에 해당하는 문항의 비율이 30∼50% 정도로 다
른 과목에 비해 높아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과학과 교육
과정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의 적용을 강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까오카오 문항 중에서
도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항이 다수 출제되고 있으며, 물리의 경우는 수식 계산 능력이
요구되는 문항도 출제되고 있다.
과학탐구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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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능에 주는 시사점

교육과정 개정과 사회적 요구, 시대적 변화 등으로 인해 수능의 체제 개선 방안이 모
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난 2년 동안 미국의 SAT와 ACT, 일본의 대학입시센터 시
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올해는 우리나라 수능과 유사한 중국의 국가 수준의 대
학입학시험인 까오카오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대학입시 개선과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까오카오 체제의 특성이 수능에 주는 시사점을 먼저 살
펴보고, 까오카오 과목별 시험의 특성과 문항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언어, 수리, 외국어(영
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등 수능의 각 영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가. 총론

까오카오 체제를 분석하여 얻은 우리나라 수능에 대한 시사점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까오카오의 경우 ‘교육부고시중심’에서 전국권1과 전국권2의 두 종의 시험이 개
발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성이나 시에서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문항을 출제하고 있
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같이 지역별
로 다른 종류의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별이 아니더라도 학생의
필요나 적성에 따라 동일 과목에 대해 다양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볼만 하다. 현재 2014학년도 수능 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언어(국어), 수리(수학), 외국어
(영어)의 경우 수준별로 A, B의 2종의 시험 출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러한 출제 방향
이 동일 과목에 대한 다양한 시험 출제의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까오카오의 과목 구성은 대체적으로 ‘3 + X’ 체제를 따르고 있다. 즉, 어문(언
어), 수학, 외국어(영어) 등 3과목은 필수 시험 과목이며, 문과종합, 이과종합 등의 과목
은 대학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선택 시험 과목으로 구성하는 이원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미국의 SAT가 SAT Reasoning Test와 SAT Subject Test로 이원화되어 실시되
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수능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기초수학능력 시험과 교과목별
학업성취도 검사로 이원화하여 실시하자는 주장이 있어 왔다(김신영, 2008; 이종승,
2009; 이종재, 2009).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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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셋째, 까오카오의 경우 선택형 문항뿐만 아니라 서답형 문항이 출제되며 영어를 제외
하면 서답형 문항이 차지하는 비율이 선택형보다 높다. 우리나라 수능의 경우 채점과 관
련된 제약 등이 있어 당장 서답형 문항을 도입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지만 장
기적인 과제로 서답형 문항 출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서답형 문
항 출제에 대한 논의는 뒷부분에서 각 영역별로 좀 더 심도 있게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까오카오는 일본의 입시센터시험과 같이 이틀에 걸쳐 치러진다. 우리나라
의 경우 하루 동안 실시되며 전체 문항 풀이 시간이 최대 410분까지 소요되는데, 이틀에
걸쳐 치러지는 시행 방안도 수능에서 검토해 볼 만한 점으로 보인다. 하루 만에 모든 과
목의 시험을 치르는 현행 수능 방식은 수험생에게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무리가 될
수 있으므로 수능을 위해 출근 시간을 늦추는 등 사회․경제적인 부담 요인을 감안하더
라도 이틀 정도로 나눠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만하다.
나. 언어 영역

까오카오 어문 문항의 특성을 토대로, 수능 언어 영역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평가 요소와 관련하여 까오카오의 어문 문항이 주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까오카오 어문은 ‘지식’을 ‘이해’, ‘분석종합’, ‘표현응용’, ‘감상평론’ 등과 함께 중요한 평
가 요소로 설정하고 있다. 2009년 까오카오 어문 요강을 살펴보면 이 다섯 개의 행동 유
형과 관련하여 고른 난이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지식이 중요한 평가 요
소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문항을 보면 수능에서는 직접 묻는 것은 물론
문항 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경 지식으로도 다루어지지 않을 문법과 관련된
지식이나 문학사 지식을 직접 묻고 있다. 특히 문학사 지식은 중국 문학뿐만 아니라 서
양 문학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시험에서 다루는 지식의 폭이 매우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고전 작품 원문의 특정 어구를 암기하여 쓰도록 하는 문항도 자주 등장
하고 있는 점을 보면 까오카오 어문에서 지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까오카오에서의 지식 강조 현상은 현재 수능이 지향하고 있는 ‘사고력 중심
의 능력 평가’라는 성격과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능에 적용하는 것은 곤
란하다. 그러나 2014학년도 수능 체제 개편을 앞두고 수능이 갖는 시험의 성격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가에 따라서 수능에서도 지식의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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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실제로 지식은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교육 내용 범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식은 가치 있는 다른 지식이나 기능 학습의 기반이 되어 주기 때문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의 ‘힘’으로 작용하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넓
은 의미의 ‘능력’의 범주 내에 포함될 수 있다. 절대적으로 지식만을 강조한다면 암기 위
주, 강의 위주의 교육으로 회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겠지만, 대입 시험에서 지식 평
가 문항을 기존의 사고력 평가 문항과 함께 적절한 비중으로 다루어 준다면, 학생들이
꼭 필요한 지식을 충실하게 학습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차후
이루어질 수능 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수능에서 지식이 갖는 위상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평가 요소와 관련하여 까오카오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사점은 어휘․어법 관
련 문항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2009년 전국권1의 경우는 전체 21개 문항 중 7개
가 어휘․어법 관련 문항이었다. 수능에서는 전체 50문항 중 어휘․어법 문항이 7개 정
도 출제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까오카오 어문에서 어휘․어법 관련 문항의 비중은 수능
에 비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까오카오 어문의 어휘․어법 관련 문항의
경우 한 문항 아래에 하위 문항들이 2～4개 존재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는 점을 고려한
다면 그 비중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문에 딸리지 않은 어휘․어법 단독 문항의
경우도 수능의 경우는 통상 어휘 1문항, 어법 1문항이 출제되는 반면, 까오카오 어문에
서는 발음 1문항, 어휘 1～2문항, 문장 1～2 문항 등으로 수능보다 많이 출제되고 있으
며, 언어 단위의 크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어휘․어법 관련 문
항의 비중이 큰 것은 다민족 국가인 중국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다
민족 국가이니만큼 언어가 다양하여 의사소통상의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안정적인
국가 운영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표준 중국어의 사용이 매우 중요한 교육 내용
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표준 중국어의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어휘․어법
관련 문항이 대입시험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어휘․어법 관련 문항의 비중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과 같은 정도의 다민족 국가라고는 할 수 없지
만 더 이상 단일 민족 국가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
고 있다. 다양한 국가 출신의 부모를 지닌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
한 국어사용 능력은 교육에서 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비단 다문화 사회라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은 채팅 언어 등 일부 잘못된 매체 언어의 영
향과 정확한 국어사용에 대한 교육의 부족 등으로 인해 날로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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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정확한 국어사용과 관련된 어휘․어법 관련 지식은 교육
에서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교육에 미치는 환류 효과를 감안해 본다
면 수능에서도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도 수능에서 어휘․어법 관
련 문항이 출제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비중은 중국에 비해 훨씬 낮은 편이고, 문항들도
학교 교육을 받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항보다는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력을 발
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이 많아서 학교에서 어휘․어법 관련 내용은 거의 가르치
지 않게 되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다. 지금 당장 어휘․어법 관련 문항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수험생들의 혼란을 초래하므로 곤란하지만, 차후 2014학년도 수능 체제 개편에서는
수능의 성격이 어떻게 규정되는가에 따라 어휘․어법 문항의 비중의 조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평가 요소와 관련하여 까오카오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시사점은 고전 작품의 원
문을 해석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능에서 고전문학
작품이 지문으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고전 특유의 문체는 유지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현
대어로 풀이해 줌으로써 문항이 의도하고 있는 평가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즉 문항의 평가 요소인 능력 자체는 가지고 있지만 고전 원문을 해석할
수 없어서 정답을 맞히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까오카오 어문의 경
우, 고전 작품을 지문으로 제시할 때 원문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고전 원문을 해석하
는 능력 자체를 중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예 고전 지문에 딸린 문항 중 지문
에 사용된 특정 부분의 해석을 직접 묻는 문항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판단
은 더욱 확실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거 학력고사 시기에 고전 원문의 해석이 중요
한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고전 원문 해석 능력이 현재의 국어 생활
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독해 능력이나 감상 능력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
라는 점 때문에 수능 시기에 들어와서는 고전 원문을 현대어에 가깝게 풀이하여 제시함
으로써 순수한 독해 능력이나 감상 능력 평가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고유한
문화유산인 고전 문학 작품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생활 전반에서 문학적 문화
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고전 작품을 특유의 문체와 분위기 그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
는 교육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문항 유형과 관련하여 까오카오의 어문 문항에서는 서답형 문항이 출제되고
있었다. 선다형으로만 출제하고 있는 수능 언어 영역과는 달리 까오카오 어문에서는 서
답형 문항이 다수 출제되고 있고 배점도 높다. 2009년 전국권 Ⅰ의 경우는 전체 21 문항
중 11 문항이 서답형이며, 배점 상으로는 전체 150점 중 서답형의 총 배점이 12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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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답형의 종류도 단구적 단답형, 서술적 단답형, 완성형, 논술형 등 다양하다. 특히 문학
작품에 대한 분석과 감상 능력을 서답형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 대규모 국가
시험에서 이처럼 서답형의 비중을 높게 출제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중앙집권적 사회주
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규모 국가시험에서 서답형 출제가 어려
운 이유 중 하나가 채점할 전문 인력의 동원 문제인데, 중국의 경우는 정부가 채점을 위
해 대학 교수들을 소집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서답형 출제에도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능 언어 영역에서 서답형 문항이 출제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다. 먼저 채점의 어려움이 크다. 대입시험으로서 수능이 갖는 민감성을
감안한다면 채점은 보안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합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답
안지 분량이 너무 많아 대규모 인력을 합숙시킬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수
능 시행 후 대입 전형 일정상 채점을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또 다
른 이유는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답과 오답이 분명하게 구
별되는 선다형과는 달리 서답형 문항은 항상 채점 결과 산출된 점수가 객관성과 공정성
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이의 제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구나 대입시험으로서
의 수능이 갖는 국민적 관심의 크기와 민감성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부담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능 언어 영역에 서답형 문항을 도입하려는 시도
를 처음부터 배제해서는 곤란하다. 서답형 문항의 도입은 여러 모로 장점이 있기 때문이
다. 우선 선다형 문항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평가 요소들을 제대로
평가해 낼 수 있다. 언어 영역 문항 중 쓰기 문항의 경우는 그동안 선다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출제하다 보니 실제 글을 쓰는 능력을 평가하기보다는 글쓰기에 동원되는 사고
력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평가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쓰기 평가라기보다는 또 다
른 형태의 읽기 평가에 가깝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선다형 방식의 간접 평
가도 그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
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수능에 서답형 문항이 도입된다면 실질적으로 쓰기 능력
을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비단 쓰기 영역뿐만 아니라 창의적 사고를 평가하는 문항
역시 마찬가지이다. 창의적 사고 평가 문항이라고는 하지만 주어진 다섯 개의 답지 안에
서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창의적 사고를 평가하는 문항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글을 분석하거나 감상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여
서, 다섯 개의 답지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이 읽기 과정의 능동적인 의미 구성 능력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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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
를 까오카오 어문은 서답형 문항으로 잘 극복하고 있다. 서답형 문항의 도입은 평가 측
면에서뿐만 아니라 평가가 교육에 미치는 환류 효과 측면에서도 큰 장점을 지니는데, 바
로 고등학교 수업에서 학생의 글쓰기 활동의 비중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대입 시험인 수능이 선다형으로 출제되다 보니 학교 수업에서 글쓰기 활동이 갖는 효용
성이 반감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수업에서 글쓰기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의 부진으로 이어져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나서도 내용과 형식면에서 완성도를 갖춘 글 한 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까오카오 어문에서 직접 글을 쓰는 능력을 비중 높이 측정함에
따라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학교 교육에서 작문 활동을 매우 열심히 하고 있
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수능에서도 서답형 문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학별 논술 고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수능에서 서답형을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는 주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논술 시험을 실시하는 대학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학별 논술 고사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별 논술에서는 글의 형식적인 완성도보다는 글에 담긴 학생의 사고력이나 사고방식
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국어 교과에서 지향하는 글쓰기 능력의 상과 다
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까지 실시된 대학별 논술
시험을 보면 글쓰기의 동기와 조건을 부여하는 제시문이나 자료가 너무 어렵고 난해하
여 별도의 사교육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의 대입시험 어문의 논술 문
제를 보면 매우 쉽고 낯익은 내용의 자료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작문 능력을
측정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컸다. 따라서 대학별 논술 고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제
적인 작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수능 언어 영역에 다양한 유형의 서답형 문항을 도
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능에 서답형 문항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
다. 먼저 채점상의 어려움은 온라인 재택 채점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온라인
재택 채점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조건은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다34). 온라인 재택 채점의
방법으로 수능 서답형 문항을 채점하게 되면 합숙 채점에 비해 채점 인력을 섭외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물론 합숙 채점에 비해 보안의 강도는 약해지지만, 이 문제는 보안 서
약서의 징구와 최신 온라인 보안 기술의 도입 등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34) 조지민 외(2007), 남명호 외(2008, 2009, 2010) 등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상당수의 시․도에서 서답형 문항에 대한 온라인 채점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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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는 현재 다른 대규모 국가시험
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나 초․중등 교사 임용 시험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채점
방식의 사용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즉 객관적 채점 기준의 설정, 복수의 채점위원의 채
점, 채점위원 간의 시각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수와 가채점, 채점위원 간 점수 차이
가 클 경우 실시하는 재채점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화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선다형으로만 출제되던 과거에 비해 보안이나 객관성, 공
정성의 강도 면에서는 다소 약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개선 연구가 동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입시
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여, 서답형 문항의 유형, 배점, 수, 시간 등에 대
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답형 문항의 도입 역시 차후 수능 체제 개편
과 관련하여 적극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 수리 영역

까오카오 수학이 수능 수리 영역 시험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답형 문항의 수를 늘리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능 수리 영역에서
는 전체 30문항의 30%인 9문항이 단답형으로 출제된다. 단답형 문항의 경우, 임의 추측
에 의한 득점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문항을 정확하게 풀 수 있는 학생이 득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5지선다형에 비해 문항 변별도가 높게 나타난다. 임의 추측의 가능
성이 낮은 단답형 문항의 수를 늘리면 시험의 공정성과 타당성 증진의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단답형의 문항 수를
늘리게 되면 전반적인 문항의 수준이 낮아져야 할 것이다. 단답형 문항 수를 늘리는 것
은 당장 수능에 반영하기는 어렵고, 보다 많은 논의와 다각도의 검토를 거친 후 수능 체
제가 대폭적으로 바뀌는 2014학년도 수능에서부터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서술형 문항이 출제되지 않는 데 대한 보완책을 연구하여야 한다. 현재 수능 수
리 영역 문항은 정답형과 단답형으로만 출제되기 때문에 과정보다는 결과 중심 평가이
다. 이에 비하여 중국 까오카오는 서술형 문항을 통하여 수학의 제반 영역에서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심도 있게 평가하고 있다. 결과 중심의 평가는 효율적인 채점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문항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를 전혀 모르는 학생과 알고 있지만 풀이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를 범하여 틀린 학생을 구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학생
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를 평가할 수 없으며, 임의 추측에 의하여 답한 학생과 정
상적인 풀이 과정을 거쳐 답을 낸 학생을 구별할 수 없다. 수능이 고등학교 수학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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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정답형과 단답형 출제만으로 인한 편향적인 수학교육 및 학습
의 문제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수능에서 서술형 문항이 출제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는 채점에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과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술형 문
항이 출제되지 않는 만큼 수능 수리 영역 시험에서 평가하는 수학적 사고력 및 수학 능
력은 한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한 방법은 대학별 고사를 실
시하고 서술형 문항을 출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학입시에서 평가하는 수학적 능
력의 편향성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책적인 큰 변화를 수반하여야 하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나마 최근 학교 정기고사에서 서술형 문항을 의무적으로
출제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수능에서 현실적으로 서술형 문
항의 출제가 어렵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수능에서는
완성형 문항이 1문항 출제되면서 다소나마 이를 보완하고 있다. 완성형 문항은 풀이가
이미 제시되어 있고, 빈 곳에 알맞은 식을 찾는 것이므로 스스로 풀이를 찾고, 이를 논
리적으로 서술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지만, 현재로서는 완성형 문항의 출제가 최선의
보완 방법이다. 다만, 출제가 어려워 현재 ‘가’형과 ‘나’형 공통 문항으로 1문항 출제된다
는 한계가 있다. 이 출제 패턴은 2005학년도 수능 이래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완성형
문항의 유형을 달리하며 다양하게 출제하는 방안을 향후 연구하고 모의평가부터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현재는 완성형 문항에서 빈 곳을 3개 이하에 한정하고 있지만,
빈 곳의 개수를 늘리고 빈 곳에 알맞은 식(또는 수)의 합(차, 곱, 몫)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 역시 수능의 성격 자체에 대폭적인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 2014학년도 수능
부터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셋째, 까오카오에서는 동일한 내용 요소를 다루는 문항이 이과 시험과 문과 시험에서
다양한 형태로 출제되고 있다. 일부 문항의 경우 이과 시험과 문과 시험에서 완전히 동
일하게 출제되지만, 이과 계열의 학생과 문과 계열의 학생들의 학습 수준 차이를 고려하
여 난이도가 조절된 형태로 출제되기도 한다. 또한, 문항 배열도 이과 시험과 문과 시험
에서 다르게 배열된다. 현재 수능에서는 수리 ‘가’형의 수학Ⅰ 과목에서 출제되는 문항은
수리 ‘나’형과 동일한 문항으로 출제되고 있고, 배점과 문항 번호도 같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가’형 응시 집단과 ‘나’형 응시 집단은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출제되는 문항도 매우 다르다. 같은 문항에 대해 ‘가’형 응시 집단의 정답률과 ‘나’형 응
시 집단의 정답률은 30% 이상 차이 나기도 한다. 수능 수리 영역 시험의 현 체제는
2011학년도 수능까지 적용되고 2012학년도 수능부터는 달라진다. 이를 계기로 하여 수리
‘가’형과 수리 ‘나’형의 공통 문항에 대한 배점, 문항 배열 등을 달리 하는 것과 공통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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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요소를 평가하는 문항도 난이도에 따라 약간의 변화를 주어 출제하는 것을 긍정적으
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를 수능에 바로 적용하기는 위험 부담이 크므로
모의평가부터 적용하여 수험생과 학교 현장이 이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 외국어(영어) 영역

문항 분석을 비롯한 까오카오 외국어(영어)의 특징을 바탕으로 수능에서 고려할 만한
시사점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시험 구성을 보면, 까오카오에서 영어 듣기 문항은 20문항이고 원점수 만점
대비 20%를 차지하고 있다. 수능의 영어 듣기 문항이 17문항, 원점수 만점 대비 34%의
배점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능이 듣기 영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부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영어 교육과정에서 언어의 네 영역(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중에서 말하기와 듣기 중심의 교육 활동을 강화하며 ‘실용영어’를 강조하는 사회
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수능의 외국어(영어) 영역에서 듣기 문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
대적으로 큰 것은 당연한 결과로 이해된다.
둘째, 듣기의 내용 면에서는 수능에서 다루는 질문 내용 이외에도 대화나 담화의 특
성에 따라 이유, 시사하는 바, 거주 기간, 좌석 번호, 특정 용어가 의미하는 바, 행위자
확인, 시간 확인, 배운 것 등 질문 내용이 아주 다양하다. 마치 영어 읽기 시험의 유형을
듣고 푸는 문제로 옮겨 놓은 것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 이해 위주의 다양한 질
문을 출제하고 있다. 실생활에서의 다양한 듣기 활동과 현재 수능의 지나치게 정형화된
문제 유형 출제가 가져온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이러한 다양한 내용에
대한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시도라 하겠다. 다만 질문의 범주에 대한 규
약이 없어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평가 내용이 예측 가능하지 않음으로 인해 듣기 학습
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요 내용 파악에 중요한 핵심 정보로
질문의 내용을 한정한다는 출제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면 좋을 것이다.
셋째, 듣기와 읽기에 공통된 1지문다문항 유형의 운용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지문다문항 유형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비교적 긴 대화나 긴 글의 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다. 까오카오에서는 1지문다문항 유형을 듣기와 읽기 영역의 평가
에 수능보다 많은 수의 문항을 출제하며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 우려되는 점
은, 문항 간에 중복된 능력을 측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어렵
다는 것이다. 한 편의 대화나 글을 들려주거나 읽기 자료로 제시하고 전체 내용 파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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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문항을 두 개 출제한다거나, 선행하는 문항의 응답 여부에 따라 후행하는 문항의
응답에 영향을 주는 문항들이 출제되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현재의 까오카오에서는 전
국권2 시험의 긴 대화를 완성하기 위해 빈칸에 알맞은 표현 고르기와 같은 말하기 간접
평가 문항, 그리고 전국1권과 전국2권 시험에서 듣기와 읽기의 1지문다문항 유형에서 이
러한 측면에 대한 통제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로는 말하기 평가 문항의 부족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전국권1 시험에서
는 짧은 대화 완성하기 1지문1문항, 전국권2 시험에서는 긴 대화 완성하기 1지문5문항
한 세트를 출제하여 말하기 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아주 제한적인 범위
(원점수 만점 대비 1∼3%)에서 평가하고 있다. 수능에서 그림에 적절한 대화 찾기, 마지
막 말에 대한 응답 고르기, 상황에 적절한 응답 고르기 등의 1지문1문항 다섯 세트 문항
(원점수 만점 대비 10%)을 출제하는 것과 비교하면 말하기 평가가 아주 미미한 수준이
다. 이는 아마도 말하기 평가의 시행과 채점상의 어려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입시에 도입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전국권1 시험의 입시 요강에서만 간단히 ‘화제에 적합한
구어 구사 능력’이라고 언급되어 있고 전국권2 시험에서는 말하기 평가에 대한 안내가
아예 누락되어 있다. 비교적 상위권 응시자의 경우에는 구어 구사 능력이 요구되지만 그
렇지 않은 응시자의 경우에는 대학입학 이후에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기간
을 연장해 주는 의미도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대학 졸업자의 영어 능숙도 인
증 시험으로 The College English Test(CET)의 SET에서 말하기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
가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듣기와 읽기, 그리고 쓰기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의사소
통이 가능한 수준에 이른 이후에 말하기 능력에 대한 평가를 유도함으로써 말하기 능력
개발에 필요한 많은 시간을 자연스럽게 교과 과정에서 부여한 셈이 되며 대학 교육 수
준에 이르러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학습 효과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 번째로는 까오카오의 발음, 어법 및 어휘 등의 언어 지식에 대한 분리 평가적
접근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수능에서는 이들 언어 지식을 듣기 활동과 읽기 활동에
관여하는 언어 지식으로서 평가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까오카오에서는 이러한 언어 사용
활동과 분리하여 해당 지식을 측정하고 있다. 전국권1과 전국권2의 시험에서는 문장의
빈칸에 적절한 어구를 고르는 것으로 어법과 어휘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고, 전국권1 시
험에서는 문장의 오류를 찾아 고쳐 쓰는 문제로 쓰기 능력을 측정하며, 전국권2 시험에
서는 듣기 활동에 관여하는 발음에 대한 인식 능력을 시험지에 제시된 단어를 읽고 같
은 발음을 가진 단어를 고르도록 하는 문제로 측정하고 쓰기 능력은 주어진 단어를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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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하는 문제로 측정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듣기와 쓰기에 관여하는 언어 지식을 듣기와
쓰기 활동과 분리하여 측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실제 언어 사용에 있어
서 듣기와 말하기가 엄격하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 많지 않고 통합되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언어의 네 가지 영역(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에서 발음과 어법 그리
고 어휘 등의 언어 지식이 분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형태로
언어 사용 활동에 관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별로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읽기 문항의 질문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듣기 평가 문항 비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나
치게 정형화된 수능의 문제 유형은 결국 요령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어 정확한 언어 읽
기 능력 평가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김용명 외, 2010). 이러한 맥락에서 까오
카오 문항을 볼 때 정형화된 질문 유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나 담화 그리고 읽기
자료로 제시되는 지문의 특성에 따라 질문의 형식과 내용이 융통성 있게 다르게 출제되
는 것은 수능의 개선 방향 모색에 있어 좋은 단서가 될 수 있다. 특히 어떤 유형의 질문
을 추가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하여 이유를 묻거나 필자나 화자의 관점을 적
용하여 관련 화제에 대한 주장을 추론하도록 요구하는 질문들은 ‘영어를 단순한 도구와
수단으로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학습을 통하여 사고력과 탐구 정신을 길러 장차
학술과 작업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고
하는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이 학습 목표 달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고도의 사고
력과 지식의 적용, 그리고 문제 상황에서의 해법 도출에 필요한 판단력을 요구하는 문항
의 개발은 미래의 개선된 입시 체제 개선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을 검토해 볼 사안
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쓰기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전국권1과 전국권2 시험에서 공통으로 채택하
고 있는 에세이 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수능은 관계없는 문장 찾기와 순서
배열하기 등의 문항을 통해 글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 낼 수 있는가를 측정하고, 요약문
의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고르기 문항을 통해 문장 작성 능력을 평가한다는 제한된 방
식으로 글쓰기 능력에 대한 간접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까오카오의 에세이 쓰기
유형의 쓰기 직접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응시자의 문자 언어 사용 능력을
작성해 낸 글을 통해 직접 확인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언어 사용의 유창성과 정확성뿐
만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력까지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직접적인 글쓰기 평가 문항의 도입에 있어 그 성패가 화제와 맥락 정보의 내용과 형태
의 적절한 선정, 타당하고 신뢰도 높은 평가기준의 마련, 그리고 지속적인 평가자 교육
을 통한 평가 절차의 공정성 확보 등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현재 까오카오 영어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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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실용문 위주의 상황 설정이 두드러지며 글의 길이는 50단어에서 100단어 내외이
다. 그리고 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간단한 메모 형식으로 모국어인 중국어로 제시
하고 있다. 글쓰기 채점에 있어서는 복수의 채점자가 일차로 개별 채점한 결과를 수합하
여 유사한 점수인지 확인하여 응시자의 점수를 확정하며, 이 과정에서 일정 오차범위 이
상의 상이한 점수를 준 글에 대해서는 제3의 채점자 점수를 얻어 다시 유사한 점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이종승 외, 2004). 이를 한국의 수능에 도
입하기 위해서는 60만이 넘는 응시자가 쓴 글을 읽고 공정하고 신뢰도 있는 채점을 담
당할 수 있는 인력이 우선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채점자 훈련 프로그램의 개
발이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에세이의 화제나 맥락 정보의 선정에 있
어서는 교육과정에서 영어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언어 기능과 소재를 구체화한 것을 토
대로 되도록 실용문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내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글의 종류를 다루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화 온 내용을 전하는 메모 쓰기에 그치지 말고 학생들이 생
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글쓰기를 유도할 수
있는 화제와 맥락 정보 개발이 교과서를 비롯해 여러 각도에서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 사회탐구 영역

현재 수능이 선택형으로 출제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서술형보다는 선택형에 비중을 두
고 과목별 시사점을 정리해 보겠다.
지리 영역의 모든 문항은 세트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스케일에 따른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의 교차 해석을 통해 인문지
리와 자연지리의 특성을 망라한 세트형 문항 구안이 다각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
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반면, 자료 없이는 문항 구성이 불가능한 수능에서 도표나 그래
프, 자료 없이도 문두에 제시하는 정보나 혹은 절대적인 선지식을 활용해야 하는 경위도
와 국가의 공간적 형태 등과 같은 간단한 정보를 통해서 수준 높은 사고력과 이해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출제 역시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사회과 안에서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적 내용까지도 통합적
으로 다양하게 자료를 구성하여 문항 출제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역시 시사적이다.
역사 영역의 모든 문항은 상호 독립적인 단독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수능도 7차
교육과정이 선택과목으로 구분되어 있고 응시자가 서로 다른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하므
로 과목별로 독립적이면서 상호 간섭 효과가 발생하면 곤란하다. 문과종합은 이러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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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를 할 필요는 없지만 역사가 다루는 내용이 방대하므로 많은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는
단독형이 유리한 점이 있다. 또한 수능에서 역사 영역은 정답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문
두와 자료에서 정답을 한정하는 조건을 설정하고 답지는 사실의 정오에 따라 정답과 오
답이 분명하게 구분되게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관이 개입되는 해석이나
평가를 다루는 문항은 출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문과종합은 검사지 내에서 지리,
역사, 정치의 영역이 대체로 구분되는 듯하지만 상호 결합되는 측면도 있으며, 시사적인
문제와도 적극적으로 결합시켜 출제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종합적인 사고력을 함양하
고 장차 시민이 되어 당면한 현실 과제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에 참여하려는 의식
을 높이는 데 평가가 기여하는 바일 것이다. 사실 수능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표방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능이 갖는 특성 때문에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지는
못하더라도 중국 문항 분석은 우리가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정치 영역 문항은 최근 수능이 학문적 개념과 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시사적인
소재를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해서 문과종합 문항의 내용은 중국 사회의 현실
을 반영한 시사적인 소재를 다루는 문항이 다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점에서 수능
도 학문적 내용과 함께 시사 문제를 균형 있게 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수능의 사회 탐구 영역이 개별 과목으로 분과된 이후에 통합적인 사고를 묻는 문
항이 줄어든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국 대입 문항의 서술형 문항이 다양한 학문적 관점
또는 통합적 관점에서 현재 중국 사회가 안고 있는 주요한 사회 문제에 대해 분석하는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는 점 역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전체적으로 일부
자료와 문두를 혼합한 문과종합 문항의 문두 형식은 단순히 지식만을 묻지 않고 어느
정도의 탐구력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탐구력을 측정하면서도 효율적인 출제가 가능한
형식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형식은 향후 2014학년도 수능 체제 개편 시 수능의 성격
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에서 변화하여 고등학교 졸업 자격 여
부를 판단하는 성격이 강화될 경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바. 과학탐구 영역

까오카오의 경우 모든 과목이 4지선다의 선택형 문항뿐만 아니라 단답형 및 서술형
문항을 출제하고 있다. 특히 이과종합의 경우 우리나라 수능에 비해 실험 능력 측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험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의 경우 선택형이 아닌 단답형 및 서술형
문항으로 출제한다. 이러한 유형의 문항은 단순한 실험 도구 조작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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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과정에서 가설을 입증하는 데 타당한 실험을 설계하고, 결과를 예측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일련을 과정을 포함하여 탐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용이하다. 현재 우
리나라 수능에 이러한 단답형 및 서술형 문항의 출제를 직접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유형의 출제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더불어 이와
같이 주관식 문항 유형으로 평가한 내용을 선택형 문항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 물리 영역의 문항인 경우 답이 하나가 아니라 2개인 문항이 출
제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문항 출제가 평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까오카오 이과종합의 경우 전국권1과 전국권2 각각 23개 문항으로 물리, 화학, 생물
관련 내용을 평가하고 있어 까오카오 요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요소 중 상당 부분
을 평가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수능 과학탐구의 경우 물리 관련 내용을 물
리Ⅰ, 물리Ⅱ 두 과목에서 각각 20문항으로 평가하므로 경우 교육과정 상의 내용 요소를
매 시험에서 대부분 평가하고 있으나 까오카오 이과종합에서 평가하는 실험 문항을 포
함하기 위해서는 문항 수를 다소 늘릴 필요가 있다.
수능의 과학탐구 영역은 현재 물리Ⅰ, 물리Ⅱ, 화학Ⅰ, 화학Ⅱ, 생물Ⅰ, 생물Ⅱ, 지구과
학Ⅰ, 지구과학Ⅱ 등 8과목 중 최대 4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볼 수 있으며, 내년에는
이를 최대 3과목까지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2014년도 수능부터는 선택과목의 수
를 2개까지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육과정 상
에 제시된 선택과목 중 특정 소수 과목에 대한 평가만 계획하고 있다. 반면 까오카오 이
과종합의 경우 교육과정상에 제시된 과목이 아닌 물리, 화학, 생물 등 과학의 여러 분야
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학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적성 검사로서의
수능이 과학의 특정 과목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는 것과 과학의 여러 분야에 대용을 고
르게 평가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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