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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대학입시 전형자료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출제 내용과 문항 유형 및 난이도 등이 고등학교를 비롯하여 그 이하 학교급까
지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수능은 적정 수준
의 변별력과 난이도 유지뿐만 아니라 수학능력을 측정하기에 타당하며, 문제 및
정답에 이상이 없는 완성도 높은 문항의 출제가 요구된다.
본원에서는 수능 출제 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 및 문항 난이도에 관한 연구,
출제 인력풀 확충, 수능 문항 분석 및 DB 구축, 언어영역 지문 DB, 수리영역
증명 및 그림 문항 DB 등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성공적인 출제를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수능에 적용하여 출제한
결과 수능은 국내 각종 시험 출제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능의 신뢰도와 타당도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의 수능과 유사한
다른 나라 대학입시 문항도 분석하여 수능 출제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SAT와 ACT 문항을 분석하였고, 금년에는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 문항
을 분석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중국 대학입학시험을 분석할 예정이다.
본 자료는 지난해 연구한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방안 연구(이양락
외, 2008)’에서 미국의 SAT와 ACT 문항 분석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연구 자료가 대학 입시 제도 및 문항 연구자, 수능 출제에 관계하는 출제위

원과 검토위원뿐만 아니라 수능을 참고로 출제하는 시․도연합학력평가 출제자,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09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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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국 SAT와 ACT 개요

Ⅰ

미국 SAT와 ACT 개요

미국의 SAT 및 ACT는 수능의 성격을 규정짓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친 시험이라
할 수 있다.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의 “교육개혁종합구상”에서 처음으로 대학교육적
성시험의 발전 방안이 제안되면서 황정규(1988), 이종승(1989), 박도순(1990)등의 연
구와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SAT와 ACT의 성격을 융합한 ‘대학 교육 수학에 기초
가 되는 공통적인 보편적인 학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통합교과적으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수준과 내용에 맞추어 고차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발전된 학력고사”’로 수
능의 성격이 정의되었다.
SAT는 구체적인 학력 성취의 측정보다는 일반적인 사고력 측정을 중시하며, ACT
는 학력 성취 정도를 측정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SAT와 ACT는 지역과
대학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대학 입학 전형 요소 중의 하나로 활용된다.
전통적으로 SAT는 주로 미국 동부와 서부 연안 지역 대학에서, ACT는 중부와 남부
지역 대학에서 전형 요소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미국 전역에
서 SAT와 ACT를 모두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SAT와 ACT에 대해 더 자세
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SAT
SAT는 미국대학위원회(The College Board)에서 1901년에 최초로 시작한 이후 그
명칭이나 체제가 여러 차례 바뀌어왔다. SAT가 처음 공식적으로 시행된 1926년에는
학업적성검사(Scholastic Aptitude Test)로 불리다가 1990년에 SAT의 지적 능력 검사
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학업사정검사(Scholastic Assessment Test)로 이름을 바
꿨다. 그리고 1994년부터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고유명사로서 “SAT”로 지칭하면서
SAT Ⅰ(Reasoning Test : 추론능력검사)과 SAT Ⅱ(Subject Test : 교과학력검사)로 구
분하였다. 2005년부터는 숫자 ‘Ⅰ’과 ‘Ⅱ’를 떼고 각각 SAT Reasoning Test(SAT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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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능력검사)와 SAT Subject Test(SAT 교과학력검사)로 부르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SAT라면 SAT Reasoning Test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SAT는 비영리단체인 미국대학위원회가 소유하면서 개발과 발행을 맡고 있다. 한
때 미국대학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개발과 발
행 및 채점을 하기도 했지만 현재 ETS에서는 시험 관리만 맡고 있다.
미국대학위원회에서는 SAT가 대학에서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학 전형 자료로서 SAT와
고등학교 학업성적(grade point average : GPA)을 함께 쓴 경우, 대학 신입생의 학
업성적과 상관관계가 높다고 한다. SAT를 요인으로 고려했을 때 고교 학업성적과
대학 신입생의 학업성적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훨씬 높아졌다는 연구 보고도 있
었다(Wayne & Gray, 2000). 그러나 SAT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미국 교육의 우선
순위와 실질적인 수행을 왜곡하므로 대학 전형 자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어 일부 진보적인 예술대학에서는 입학 사정 자료에서 SAT를 제외하기도 했다.

가. SAT Reasoning Test
SAT Reasoning Test의 구성 개요는 <표 Ⅰ-1>과 같다.

<표 Ⅰ-1> SAT Reasoning Test의 구성 개요
영역

검사 구성

검사
시간

쓰기
(Writing)

에세이 1문항(25분)
5지선다형 31문항(25분)
5지선다형 18문항(10분)

60분

에세이 쓰기, 문장 오류 찾기, 문장
발전시키기, 단락 발전시키기

수학
(Mathematics)

5지선다형 20문항(25분)
5지선다형 8문항 및
단답형 10문항(25분)
5지선다형 16문항(20분)

70분

수와 연산, 대수와 함수, 기하, 통계,
확률, 자료 분석

비판적 읽기
(Critical Reading)

5지선다형 24문항(25분)
5지선다형 24문항(25분)
5지선다형 19문항(20분)

70분

문장 완성하기, 지문 중심 독해

내용 및 유형

* 각 영역별 배점은 800점이며, 연구 및 동등화를 위한 검사 문항(25분)이 추가로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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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Reasoning Test는 쓰기(Writing), 수학(Mathematics), 비판적 읽기(Critical
Reading)의 세 가지 주요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별로 200∼800점의 척도점수
(Scaled score)를 받게 된다. 모든 척도점수는 10점 단위로 매겨지며 총점은 세 영역
점수의 합산으로 계산된다. 척도점수의 최고점은 2005년부터 추가된 쓰기 영역으로
인해 1600점에서 2400점으로 바뀌었다. 세 개의 주요 영역은 각각 세 부분으로 나눠
지며 여기에 연구나 ‘동등화’를 위해 25분의 시간이 배정된 검사가 포함되어 총 10
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다. 시험을 치르는 데 3시간 45분이 소요되며 시험 안내
나 배부, 개인 정보 기록 등의 시간까지 고려하면 약 4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
다. 따라서 10개의 각 하위 영역마다 10∼25분의 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나. SAT Subject Test
SAT Subject Test의 구성 개요는 <표 Ⅰ-2>와 같다. 교과목의 학력 측정을 위한
검사인 SAT Subject Test는 영어, 역사, 수학, 과학, 외국어 5개 영역 17과목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수험생들은 SAT Reasoning Test와는 별도로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
는 개별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과목별로 그 과목에 관하
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수험생이 그 지식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를 측정하
는 50∼95개의 4∼5지선다형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며 검사 시간은 60분으로 200
∼800점의 척도점수가 부여된다.

<표 Ⅰ-2> SAT Subject Test의 구성 개요
영역

시험 과목

검사 구성

언어 (English)

문학(Literature)

5지선다형 약 60문항

미국사(United States History)

5지선다형 90∼95문항

역사 (History)

수학
(Mathematics)

세계사(World History)

5지선다형 95문항

수학 수준 1
(Mathematics Level 1)

5지선다형 50문항

수학 수준 2
(Mathematics Level 2)

5지선다형 5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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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2> SAT Subject Test의 구성 개요(계속)
영역

시험 과목

검사 구성

생물(Biology E/M)

5지선다형 80문항
(일반생물학 60문항 +
Biology E : 생태학 20문항,
Biology M : 분자생물학 20문항)

과학 (Science)

외국어
(Foreign
Language)

화학(Chemistry)

5지선다형 85문항

물리(Physics)

5지선다형 75문항

중국어 및 듣기
(Chinese with Listening)

4지선다형 85문항

프랑스어/프랑스어 및 듣기
(French/French with Listening)

프랑스어 : 4지선다형 85문항
프랑스어 및 듣기 : 4지선다형 85∼90문항

독일어/독일어 및 듣기
(German/German with Listening)

독일어 : 4지선다형 80∼85문항
독일어 및 듣기 : 4지선다형 85∼90문항

현대 히브리어(Modern Hebrew)

4지선다형 85문항

이탈리아어(Italian)

4지선다형 80∼85문항

일본어 및 듣기
(Japanese with Listening)

4지선다형 80∼85문항

한국어 및 듣기
(Korean with Listening)

4지선다형 80∼85문항

라틴어(Latin)

4지선다형 70∼75문항

스페인어/스페인어 및 듣기
(Spanish/Spanish with Listening)

4지선다형 85문항

* 각 과목별 검사 시간은 60분이며, 200∼800점의 척도점수가 부여됨.
** 외국어 과목 중 듣기가 포함된 과목은 검사 시간 60분 중 듣기 평가 시간이 20분임.

수험생은 시험 시기마다 최대 3과목까지 응시할 수 있으며 첫 과목과 두 번째 과
목 시험 사이에 5분, 두 번째와 세 번째 과목 시험 사이에 1분간의 휴식 시간이 주
어진다. 휴식 시간 동안 자료를 보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많은 대
학들이 입학 사정을 위해 한 과목 이상의 SAT Subject Test 점수를 요구하고 있으
며 신입생 선발과 함께 입학 후 수강과목의 배치를 위한 정보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수험생이 지원하는 대학에서 SAT Subject Test의 점수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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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영역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포트폴리오 형태로 첨부하기도
한다.
SAT의 문항 유형은 쓰기 영역의 하위 영역인 에세이 영역과 수학 영역의 하위
영역 10문항을 제외하면 모두 5지선다형 객관식 문항이다.1) 객관식이 아닌 수학 문
항은 4칸으로 된 격자에 숫자를 채우도록 되어 있는 단답형 문항이고, 에세이는 제
시된 문제에 대해 25분 동안 글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는 공식 채점(formula scoring) 방식을 적용하여 원점수로부터 척도점수
(scaled score)를 산출한다. 공식채점 방식은 다음과 같다. 정답에 답한 문항에는 1점
을 부여한다. 오답에 답한 문항에는 5지선다형의 경우에는 1/4점을 감점하고 4지선
다형의 경우에는 1/3점을 감점한다. 답을 하지 않은 문항이나 여러 개의 답지에 표
시가 된 문항은 0점 처리를 한다. 0점을 받는 경우는 이러한 경우 이외에 수학의 단
답형 문항 또는 에세이 문항을 제외하면 없다. 에세이의 경우는 두 명의 채점자가 0
∼6점까지 채점 기준에 따라 부여하여 두 채점자의 합계 점수로 2∼12점 범위(무응
답이나 주제와 무관한 응답의 경우 0점)에서 결정되며 채점자간 점수 차가 1점 이상
나는 경우 제3의 상위 채점자가 점수를 결정한다.
학교와 학생에게 제공되는 성적표에는 각 시험에서 받은 척도점수(쓰기 영역의 경
우 에세이와 객관식 문항의 하위 척도점수 추가 제공)와 점수 범위(score range), 자
신보다 하위 득점한 학생 비율을 의미하는 백분위(percentiles)가 기록된다. 점수 범
위는 수험생이 취득한 점수의 상하 30～40점으로 표현된 점수 구간으로, 동일 응시
자가 다시 시험을 치를 때 예상되는 점수 구간을 의미한다. 이 범위의 점수는 같은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점수는 0.5점을 기준으로 반올림한 뒤
200～800점의 척도점수로 변환되며, 척도점수는 10점 단위로 계산된다.
시험 점수는 시험을 치른 뒤 약 3주 뒤에 알 수 있으며 우편을 이용하여 학생들
에게 서면으로 점수가 통보되는 것은 6주 뒤이다.
SAT는 미국에서 1년에 7차례 치러지며, 시행되는 달은 10월, 11월, 12월, 1월, 3월
(또는 4월), 5월, 6월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3월(또는 4월)에 치러지는 시험을 제외하

1) 단, SAT Subject Test의 외국어 영역은 4지선다형 객관식 문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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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머지 시험이 미국과 같은 날에 치러진다.

2. ACT
ACT는 미국의 비영리기관인 ACT, Inc.가 개발, 시행하는 대학 입학 전형을 위한
성취도 검사이다. 이 검사는 SAT에 대응하기 위해 1959년 가을에 처음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미국 대학입학시험이란 의미의 ‘American College Testing’의 약자로 사용
되었으나 시행이 거듭되는 가운데 대학 입학 전형 자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진
로상담이나 고교 교육과정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로서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1996
년부터 어떤 의미를 지닌 약자가 아닌 고유명사로서 ACT를 사용하게 되었다.
ACT는 미국의 중부와 남부 지역의 대학이 입학 전형자료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미국의 모든 4년제 대학과 종합대학이 다양한 형태로
ACT 점수를 인정하고 있으며 SAT 결과의 효용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
면서 ACT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ACT는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된 영어, 수학, 읽기, 과학의 4영역의 시험이었으나
2005년부터 SAT의 변화를 반영하여 쓰기 영역을 선택사항으로 추가하였다(<표 Ⅰ
-3> 참조).

<표 Ⅰ-3> ACT의 구성 개요
영역

검사 구성

검사
시간

내용 및 유형

영어
(English)

4지선다형 75문항

45분

어법과 체계(구두법, 문법, 문장 구조), 수사적 기법(전
략, 구성, 문체)

수학
(Math)

5지선다형 60문항

60분

기초 대수, 초급 대수, 중급 대수, 좌표 기하, 평면 기
하, 초급 삼각법

읽기
(Reading)

4지선다형 40문항

35분

독해력(소설, 사회학, 인문학, 자연과학)

과학
(Science)

4지선다형 40문항

35분

생물, 지구/우주 과학, 물리, 화학

쓰기*
(Writing)

서술형 1문항

30분

에세이

* 쓰기는 선택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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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의 경우는 정답에 대한 득점과 오답에 대한 감점으로 채점하는 SAT 방식과
는 달리 정답에 대한 득점만으로 원점수를 구하며 이를 가공하여 1∼36점 범위의
척도점수와 백분위가 수험생에게 제공된다. 영어와 수학, 읽기의 경우에는 하위 영
역별로 1∼18점 범위의 척도점수와 백분위가 함께 제공되는데 이때 영역별 척도점
수는 하위 영역의 척도점수를 평균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영어, 수학, 읽기, 과학의
4영역의 척도점수를 평균한 통합 점수와 이에 대한 백분위가 제공된다.
선택 사항인 쓰기 영역의 경우는 2∼12점 범위의 원점수와 영어 영역 점수와 통
합하여 구한 1∼36점 범위의 척도점수 및 백분위가 함께 제공된다. 쓰기 영역 점수
는 통합 점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ACT는 미국에서 1년에 6차례 치러지며, 시행되는 달은 9월, 10월, 12월, 2월, 4월,
6월이며 항상 토요일에 치러진다. 경우에 따라 동등화를 위한 실험적인 부분이 시험
에 포함되기도 하며 이 경우는 이 부분의 결과는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3. SAT와 ACT에 관한 선행 연구 및 시사점
Geiser & Studley(2002)는 대학에서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예언 타당도 측면에
서 적성(aptitude) 시험에 가까운 SAT Ⅰ2)과 성취도(achievement) 시험에 가까운
SAT Ⅱ시험을 비교한 결과, SAT Ⅱ시험이 예언 타당도가 더 높다고 하였다. 특히,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Atkinson 총장은 대학에서 적성 시험보다는 특정 교과 영역의
숙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시험의 사용을 권장하며, 대학 입시에서 SAT Ⅰ시험의 사
용을 폐기할 것을 제안하였다(Atkinson, 2001). 과거 비록 미국의 대부분 대학이 입
학 전형에서 SAT Ⅱ의 과목 시험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적성 시험인 SAT
Ⅰ보다 SAT Ⅱ의 반영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Thomas, 2004). 그러나 2005년
에 SAT Ⅰ에 쓰기(작문)가 도입되면서 오히려 UC계 대학에서는 2009년부터 입학 사
정에서 SAT Ⅱ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Cech, 2007).
Honawar & Klein(2006)에 따르면, 미국 동부에서는 ACT가 대중적이어서 2006년
2)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 부분에서는 SAT, SAT Ⅰ, SAT Reasoning Test 및 SAT Ⅱ, SAT Subject Test
를 인용문에 따라 혼용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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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생의 40% 이상이 ACT를 한번 이상 보았다고 밝히고 있어 더 이상
SAT가 독주 체제가 아님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SAT의 영향력은 아직도 여전히 크
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마찬가지로, Green & Green(2007)이 밝힌 2007～2008 미국
대학 입학 경향을 보면, 점차 ACT가 힘을 얻어가는 상황이라 전하고 있다. 예를 들
어 보스턴 대학의 경우 SAT 대신 ACT를 사정 자료로 받기로 하였으며, 뉴욕 대학
과 Dartmouth 대학에서는 SAT Subject Test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도 ACT를 추
가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한편으로, Cech(2007)에 따르면 표준화 검사를 비판해 오는
대학이나 700여 개의 단체에서는 SAT나 ACT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
다. 요컨대, SAT나 ACT가 대학수학능력을 평가하는 검사 도구로서 신뢰도에 기반
을 둔 예측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고 대학마다 각각의 입장이 다르
다. 이는 대학 입학 사정 자료를 다양하게 선택하는 미국 대학의 전통적인 배경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Honawar(2005)에 따르면, UC계 대학에서는 SAT ‘쓰기’를 점수에 반영하기로 하
면서도 실제 쓰기 능력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대학위
원회에서는 400개 이상의 대학에서 다음 입시에 쓰기 검사를 할 것으로 밝히고 있
다. 쓰기를 반영한 대학에서는 입학 후에도 대학에서의 보충 커리큘럼을 결정하는
데 쓰기 영역의 점수를 활용하고 있다. 쓰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으나 입학
자료로서 추가되는 전반적인 추세를 따라, ACT도 쓰기를 선택적으로 다루고 있다.
2005년 새롭게 개정된 SAT와 관련하여 그 변화 양상에 주목한 연구 결과도 있다.
Klein(2006)은 새로운 SAT 실시 이후 ‘수학’과 ‘비판적 읽기’에 점수 하락이 있었음
을 보고하였다. 또 선다형이었던 ‘쓰기’에 에세이가 추가되면서 변화가 있었는데, 전
통적으로 ‘쓰기’의 경우 보통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SAT 평균 점수가 낮았는데 에
세이가 추가되면서 여학생의 ‘쓰기’ 점수가 남학생보다 11점 이상 상회하는 특징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새롭게 추가된 SAT의 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크다.
정진곤(2005)의 ‘미국대학의 학생선발방법과 한국입시제도에의 시사점’ 연구는 미
국의 버클리, 스탠포드, 워싱턴 대학의 학생선발방법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그 내용 중에 이들 대학이 SAT 점수를 반영하는 방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시
사점이 있어 눈길을 끈다. 미국의 일류대학들은 우리나라의 수능 점수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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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점수가 높다고 해서 그 학생의 지적인 능력이나 학업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
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학생이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잘 했는가를 중요시한다. 가령 SAT에서 400점을 받은 A학생과 460점을 받은 B학생
이 있는데, A학생의 경우 자신이 다닌 학교의 학생 중 20 % 정도의 점수이며 B학생
의 경우는 30 % 정도의 점수라면 B보다 A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더 높게 평가한다
는 것이다. 또한 버클리 대학의 입학사정관을 위한 지침서의 내용을 보면 SAT 1600
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차이가 날 때만 의미 있는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고 하
면서 그 이하의 경우에는 큰 차이로 여기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워싱턴 대학
의 경우 SAT 점수를 3단계로 구분하여 1에서 3점을 부여하는데, 선발 전형의 200점
만점 중 SAT 점수로 인한 차이는 2점에 불과할 정도로 비중이 낮았다. 이 연구는
대학입학전형에서 수능 점수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우리 현실과 비교할 때 다른
방향의 입학 전형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강승호(2007)는 미국 대학위원회의 연구보고에서 대학 1학년 성적에 대한 SAT의
예측타당도는 중앙값으로 0.42(예측능력은 18 %)이고, 고교 내신 성적의 예측타당도는
0.48(23 %)이며, 고교 내신 성적과 SAT 점수를 합쳤을 때 예측타당도는 0.55(30 %)라
고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대학입학전형에서 입학 결정과 입학생들의 졸
업비율을 향상시키는 데 SAT의 유용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
고 SAT의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 검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계수가 0.90∼0.93이며,
검사-재검사 신뢰도계수가 두 영역 모두 0.88로 나타났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또한
SAT의 훈련 효과는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 분명히 그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성별,
인종, 소득 등에서도 문항의 편파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각 영역을 중심으로 SAT와 ACT의 상관성을 연구한 결과물도 있다. Dorans(1999)
에 따르면, SAT Ⅰ과 ACT의 관련 내용영역을 비교한 결과, 수학 영역에서는 교육
내용이 매우 유사한 편이나, 언어 영역에서는 서로의 강조점이 달라 수학 영역보다
는 그 유사성이 떨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SAT는 언어 추론 검사(비판적 읽기, 유추/
문장 완성)를 중심으로 검사가 구성되어 있는 데 비해, ACT는 영어(관용법, 수사 기
법)와 독해(소설, 인문, 사회, 자연)가 따로 나누어 마련되어 있는 차이를 보인다. 이
러한 언어 영역의 상이성은 최근의 SAT와 ACT를 비교해 보아도 그러하다. 평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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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내용이 비교적 안정적인 다른 영역에 비해, 언어 영역은 평가하고자 하는 관
점에 따라 그 내용영역이 달리 설정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국내외 논의를 토대로 우리 수능 체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한 문항 개발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충실한
연구와 경험적 자료가 축적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 ETS의
직원이 약 2,500명, ACT의 직원이 약 1,300명 정도의 인력이 전적으로 문항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 환경과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다.
둘째, 대학수학능력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는 SAT Reasoning Test와 학력을 측정
하는 SAT Subject Test로 분리된 미국처럼 우리 수능도 측정 목적에 맞게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SAT 20개 과목, ACT 5개 과목에 비해 수능은 47개 과목(수리 ‘가’형의 선
택과목 포함 할 경우 51개 과목)으로 시험과목수가 너무 많다. 따라서 수능의 성격
에 맞게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문제은행 형식으로 출제되는 SAT나 ACT의 경우 난이도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이를 통해 고교 졸업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이나 대학 진학생들의 수학
능력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이를 교육 정책 수립이나 교육학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수능의 경우 사전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난이도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도 어
렵고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인 고려사항도 있겠지만, 평가 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나 교육 정책 수립에 대한 타당한 기초 제공을 위해서도 난이도를 일정 수준
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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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관련 과목 문항 분석

영역별 관련 과목 문항 분석은 시험의 성격과 시행 방법 및 제반 환경이 서로 달
라 동일한 준거와 수준에 대하여 엄격한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수능과 유사한
시험 문항을 중심으로 평가 목표 및 요소, 난이도 및 예상 정답률, 문항 유형, 문제
지의 구성(문항 수, 시험 시간, 문항 당 소요시간), 지문․문두․답지의 형식과 수준
등에 관하여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분석은 수능의 각 영역별로 SAT나 ACT의 관련 교과목 시험을 대상으로 한다.
SAT나 ACT 공히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된 문제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실제 사용된 문항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영역에 따라서는 연구 목적으로 공개된 문항 세트를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구할 수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된 문항들을 대
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지만, 그렇지 못한 과목이나 영역의 경우에는 시험 주관 기관
이나 입시 전문 기관에서 출간한 안내 책자에 제공된 모의고사 문항 세트를 대상으
로 분석한다.
SAT에 관련 과목이 있어 분석이 이루어진 영역(과목)은 언어, 수리, 사회탐구 중
역사, 과학탐구 중 물리, 화학, 생물, 제2외국어/한문이고 기출 문항 세트가 일부 공
개된 경우는 SAT의 수학과 역사, 과학 및 외국어 일부 과목이다. 그리고 ACT에 관
련 과목이 있어 분석이 이루어진 영역은 언어, 수리, 과학탐구 영역이다.
분석은 영역별로 담당 연구원이 주관하면서 외부 전문가와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
를 통해 이루어진다. 외부 전문가는 수능 출제에 여러 차례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해
당 영역 전공 교수나 교사들로서 수능 문항의 난이도나 타당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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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어 영역
가. SAT 언어 영역의 구성 및 문항 분석
수능 언어 영역 개선에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언어 영역 관련 SAT의 시험 구성을 알
아보고 개별 문항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3)

1) 시험 구성 및 특징

먼저 언어 영역을 중심으로 한 SAT 출제 체제의 최근 변화를 간략히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SAT는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의 교육적 변화를 수용하여
1994년부터 학업적성검사인 SAT Ⅰ, 교과학력검사인 SAT Ⅱ로 개편하였다. 이 가운
데 언어 영역은 `비판적 읽기'를 강화하고 긴 지문을 추가하였다. `비판적 읽기' 영역
은 종전의 25문항에서 40문항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읽기 능력이 대학에서의 학문적
성공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표 Ⅱ-1> SAT Reasoning Test의 언어 영역 변천
연도
하위 영역

1958-1974

1974-1978

1978-1994

1994-2004

2004-현재

반의어

18 문항

25 문항

25 문항

․

․

유추

19 문항

20 문항

20 문항

19 문항

․

문장 완성

18 문항
35 문항
7개 지문

15 문항
25 문항
5개 지문

15 문항
25 문항
6개 지문

19 문항

19 문항

․

․

비판적 읽기
(문장 완성 제외)

․

․

․

40 문항
4개 지문

에세이 쓰기

․

․

․

․
․

48 문항
7개 지문
1 문항
1개 지문
49 문항

독해

선다형 쓰기

․

․

․

전체 문항 수

90

85

85

78

117

전체 검사시간

75분

60분

60분

75분

130분

3) 참고로 두 시험의 응시자 수를 비교하자면, 2007년에 SAT의 경우 약 150만 명(졸업생의 46%)이 응
시하였으며, 우리나라 수능의 경우 약 55만 명(졸업생의 98%) 가량이 응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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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2004년부터 SAT Ⅰ을 SAT Reasoning Test로, SAT Ⅱ를 SAT Subject Test로
바꾸고, 그에 따라 문항 수도 재조정하였다. 2005년 3월부터 시행된 새 SAT는 글쓰
기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에세이 `쓰기'를 추가하고, `비판적 읽기'를 더욱 강조하였
다.4) 특히 1994년에 SAT Ⅱ의 선택 과목 중의 하나로 처음 소개된 `쓰기' 영역은
2005년에는 SAT Reasoning Test의 필수 과목으로 제시되었다.5) <표 Ⅱ-1>은 SAT
Reasoning Test 중에서 언어 영역과 연관된 검사의 개략적인 변천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는 최근의 SAT에서 언어 영역에 해당되는 하위 과목인 SAT Reasoning
Test의 `비판적 읽기', `쓰기'와 SAT Subject Test의 `문학'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자 한다.

가) 비판적 읽기 (Critical Reading)

❍ 개관
시간

유형

점수

70분
(25분짜리 2회, 20분짜리 1회)

문장 완성하기
지문 중심 독해

200-800

❍ 유형
❏ 문장 완성하기 (Sentence Completion)
문장 완성하기 문항은 어휘력과 문장의 논리적 구성력을 측정한다. 이를 위해 주
어진 문장이 완성되기 위해 빈 곳에 어떤 어휘가 가장 적절한지를 묻는 문항과 주

4) 뉴욕 타임즈(2006. 8.30)는 새 SAT에서 점수가 낮아졌음을 보도하고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분석 기
사를 싣고 있다. 읽기의 경우 5점 하락하여 평균 점수 503점/800점을 보였는데, 이는 2002년 이후
최저 점수였다. 이에 대하여 새로운 시험 체제와 길어진 시험 시간에 따른 학생의 긴장과 피로도
증가로 보는 견해와, 지난해에 비해 처음 시험 보는 사람은 늘고 2, 3회 이상 시험 경험이 있는 사
람은 줄어 경험에 따른 변화로 보는 견해가 맞서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쓰기의 경우 평균 점수가
497점/800점인데, 남학생이 491점, 여학생이 502점으로 여학생이 쓰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였으나
읽기와 수학에서는 여전히 남학생이 우수했음도 지적하였다.
5) 이는 400개의 대학(컬럼비아, 예일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과 캘리포니아계 대학 같은 유명 대학 포
함)에서 `쓰기'를 강력히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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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문장의 논리 전개상 가장 적합한 어휘를 묻는 문항이 주어진다.
문장 완성하기 문항은 다음의 능력을 측정한다.
∙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안다.
∙ 한 문장의 성분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됨을 이해한다.

❏ 지문 중심 독해 (Passage-based Reading)
독해 문항은 약 100개에서 850개 단어로 된 다양한 종류의 지문을 읽고 주의 깊
게 사고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지문은 인문학, 사회학, 자연과학, 문학적 허구 등 다
양한 분야에서 가져오는데, 다양한 문체의 서사, 논증, 설명적인 글을 포함한다. 때
때로 한 화제나 주제와 관련된 몇 개의 지문들로 구성하여 수험생들에게 그것들을
비교하거나 대조하게 하기도 한다.
지문 중심 독해 문항은 다음의 능력을 측정한다.
∙ 문맥 속에 적합한 어휘를 선정한다.
∙ 지문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
∙ 지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폭넓게 추론한다.

❍ 특징
SAT `비판적 읽기'의 구성적 특성을 구체화하여 정리하면 <표 Ⅱ-2>와 같다.

<표 Ⅱ-2> SAT 비판적 읽기의 문항 구성 체계

유
형

Section 1

Section 2

Section 3

총합

시간

25 분

25 분

20 분

70 분

문장 완성

8 문항

5 문항

6 문항

19 문항

언어(100)-2문항
예술(100)-2문항
인문(800)-12문항

인문(100+100)-4문항
소설(400)-6문항
과학(550)-9문항

사회(450+400)-13문항

3개 단독지문 -16문항

1개 복합지문+2개
단독지문 -19문항

1개 복합지문 -13문항

2개 복합지문
+
5개 단독지문
-48문항

24 문항

24 문항

19 문항

67 문항

독해
(단어 수)

문항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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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완성하기 문항은 쉬운 문항부터 점차 어려운 문항으로 배열된다. 독해 문
항은 지문의 내용에 따라 문항이 배열되며 대체로 짧은 지문부터 점차 긴 지문
이 제시된다.
∙ 문장 완성하기 문항은 하나 혹은 두 단어가 생략된 문장에서 가장 적절한 단어
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데, 문장의 논리, 문체, 어조 등을 파악하여 그 문맥에
서 의미를 생성하는 데 가장 적절한 단어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 각 지문은 대개 제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출전 등을 밝히는 말로 시작한다.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어려운 전문 용어들은 각주를 통해 설명 해준다.
∙ 지문의 소재들은 음악, 예술, 과학, 문학, 역사 등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지만,
문항은 일반적인 지식과 영어에 관한 이해를 기반으로 풀 수 있다. 지문에는
서사(narrative) 장르, 즉 장편소설, 단편소설, 자서전, 개인적 에세이에 관한 글
이 있는 반면 시나 희곡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학의 본격적인 장르는 SAT
Subject Test의 ‘문학'과목 시험에서 다루어진다.

나) 쓰기 (Writing)

❍ 개관
시간

유형

점수

60분
(25분짜리 2회, 10분짜리 1회)

에세이(25분)
선다형(35분)

200-800

❍ 유형
❏ 에세이 (Essay)
언어 영역 SAT는 한 편의 에세이 쓰기부터 시작한다. 특정 논제나 이슈에 대해
견해를 제시하고 뒷받침하는 글을 쓴다. 25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초고
수준의 글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에세이는 다음의 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 제시된 논제나 이슈에 관한 견해를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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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 경험, 관찰 등에서 나온 예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 표준 문어체 영어의 관습을 따른다.
에세이는 고등학교와 대학의 숙련된 교원들이 채점한다. 각 채점자들은 1점에서 6
점까지 점수를 부여한다. 에세이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6)

0점 - 백지 제출. 주제와 무관
1점 - 관점이 없음. 엉망인 문장 구성. 상당한 문법적 오류
2점 - 미약한 논리 전개. 불충분 혹은 부적절한 사례. 문장 구조에 잦은 문제
3점 - 그럭저럭 논리 전개했으나 글 구성과 초점이 허약. 다수의 문법적 실수
4점 - 주장을 뒷받침할 관점 제시. 그러나 일관되지 않은 논리 전개
5점 - 강한 논리 전개. 잘 짜이고 초점이 분명
6점 - 뛰어나고 분명하며 일관된 논리 전개. 언어의 숙달된 사용

❏ 문장 오류 찾기 (Identifying Sentence Error)
이 문항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측정한다.
∙ 어법상의 오류를 인식한다.
∙ 표준 문어체 영어의 관습을 따르는 효과적인 문장을 인지한다.

❏ 문장 발전시키기 (Improving Sentences)
이 문항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측정한다.
∙ 어법과 문장 구조에서 오류를 확인하고 고친다.
∙ 표준 문어체 영어의 관습에 따르는 효과적인 문장을 인지한다.

6) Perelman에 따르면, 50개의 에세이를 검토한 결과 에세이를 계획하고 수정할 시간을 주지 못함으로
써 실제 쓰기 능력을 평가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편집과 수정은 중요한 글쓰기 능력인데
에세이 쓰기는 이를 다루지 못한다. 또한 평가상의 문제도 제기한다. 초고 수준에서 전체적인 에세
이를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오류가 발견되면 아무래도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Honawar, 200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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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락 발전시키기 (Improving Paragraphs)
이 문항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측정한다.
∙ 한 단락 혹은 한 편의 글에서 문맥을 고려하여 문장들을 수정하고 편집한다.
∙ 일관성 있게 논리적인 방법으로 단락을 조직하고 발전시킨다.
∙ 표준 문어체 영어의 관습을 적용한다.

❍ 특징
SAT ‘쓰기’의 특징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 선다형과 함께 에세이 쓰기 활동이 포함된다. 에세이 쓰기는 창의적 쓰기 능력
을 평가하려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쓰기 기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에세이 쓰기가 따로 있는 대신 선다형 문항은 고쳐쓰기 단계에 집중된다.
∙ 선다형 문항은 문장 오류 점검이나 표준 영어 사용에 초점을 둔다.
∙ 단어, 문장, 단락 수준의 쓰기에 초점을 둔다.

다) 문학 (Literature)7)

❍ 개관
시간

유형

점수

60분

60문항 (6-8개 지문)
5지선다형

200-800

❍ 유형
문학은 보통 6∼8개의 지문이 선정되는데, 르네상스 시대부터 현대까지 고유한 영
어로 창작된 작품에서 다음과 같은 비율로 구성된다.

7) ‘문학’은 SAT Subject Test의 과목별 시험 중 하나로, SAT Reasoning Test의 ‘비판적 읽기’와 별
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비해 수능의 언어 영역은 읽기 영역을 문학과 비문학으로 크게 대별하고
문학을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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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비율(%)

연대

비율(%)

갈래

비율(%)

영국 문학

40-50

르네상스-17세기

30

시가

40-50

미국 문학

40-50

18-19세기

30

산문

40-50

기타 영어권 문학

0-10

20세기

40

극/기타

0-10

문항이 다루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의미 - 주제, 전반적인 효과와 논점
∙ 형식 - 구조, 갈래, 조직
∙ 서사 양태 - 화자의 특성, 화자와 필자의 차별적 특성, 화자의 태도나 어조
∙ 묘사된 성격 - 인물의 변별적 특성, 성격, 기법
∙ 개성적인 언어 사용 - 어휘 선택, 이미지, 비유적 표현, 말투
∙ 문맥적 의미 - 단락이나 시 작품 안에서의 세부적인 어휘, 구절, 행

❍ 특징
SAT ‘문학'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문학 작품의 해석적 능력을 측정한다.
∙ 문학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 위주의 문항이 많다.
∙ 고전 문학 작품이 6 대 4 정도의 비율로 현대 문학 작품보다 많다.
∙ 작품들은 출전과 함께 원래의 발표 혹은 창작 시기가 명시된다.

2) 문항 분석

가) 문항 분석 준거
수능 언어 영역과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언어 영역 SAT 문항 분석의 준거를 표
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Ⅱ-3>과 같다.

◀ 22 ▶

Ⅱ. 영역별 관련 과목 문항 분석

<표 Ⅱ-3> SAT 언어 영역 문항 분석의 준거
준 거

내 용

⑴ 지문 내용

지문이 다루는 분야와 소재는 무엇인가?
지문의 수준이나 난이도는 적정한가?

⑵ 문항 배열

지문에 배당된 문항 수는 적정한가?
문항 간 배열은 내용상, 형식상 적정한가?

⑶ 문항의 평가 목표 및
난이도

행동영역에 비추어 측정하고자 하는 사고력은 무엇인가?
문항의 예상 정답률은 어느 정도인가?

⑷ 문두와 답지

문두는 적정하게 문항을 안내하고 있는가?
문두 길이는 적정한가?
답지는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매력적인 오답이 적정하게 있는가?
답지 길이는 적정한가?

⑸ 문항 완성도

문항의 형식적 완성도는 어느 정도인가?
완성도 측면에서 미흡한 점은 없는가?

⑹ 문항 참신성

수능에 참조할 만한 참신한 점이 있는가?

나) 문항 분석 예시
문항 분석을 위해 총 8명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세 차례의 협의회를 가졌
다. 다음은 문항 분석의 한 예이다.8)

▷ 문항 분석
문항
번호

S2-13

정답

E

지문
분야(소재)
인문(아메리카
원주민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점)

난이도 문항수

중

12

SAT
문항 유형
확장된
추론하기
(지문의 의미
추론)

수능 행동영역 예상 정답률
추론적 사고
(필자의 의도
추론)

75%

8) 언어 영역의 시험 문제는 대개 지문과 문항이 결합되어 있어 매우 긴 편이므로 지면 관계상 실제
문항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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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 내용 및 문항 배열
이 지문은 인문 분야의 글로 아메리카 원주민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기존의 이해가 왜
곡되어 있으며, 편견에서 벗어나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지문의 수준은 고3 학생이 읽기에
조금 어려운 수준이나, 개략적 주제는 익숙한 소재이므로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어렵지 않
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문에 딸린 문항 수는 12문항으로 지문의 논리적 밀도에 비해 조금
많다고 여겨지며, 지문의 길이에 비해서는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 지문은 우리의 수능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수능의 지문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해 직접 쓰인 글이라면 이 지문
은 1987년에 쓰인 글의 일부를 따 왔다는 점이 눈에 띈다. 비교적 이 지문이 실제적 글
읽기 상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글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이 이
글을 읽었는지의 여부가 균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문항 배열은 세부 내용 추론 6문
항, 구절 이해 4문항, 단어의 문맥적 의미 2문항으로 배열되었다. 우리 수능에서 볼 수 있
는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평가하는 문항이 없고, 문항의 구조와 답지의 구조도 단순
하게 제시되어 <보기>가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지문의 부분을 지시할 때, 우리 수능에서
는 기호를 사용하는 반면, 이 지문에서는 몇 행의 무슨 단어로 지칭하고 있다.
◊ 평가 목표 및 난이도
이 문항은 세부 정보가 제시된 이유를 추론하는 문항으로 필자가 전체 주장을 위해 세
부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필자의 의도를 추론하게 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추론은 우리 수능에서 나타나는 전체 주제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세부의 문맥적 의미를 중
심으로 추론하고 있어서, 우리 수능으로 말하면, 사실 이해와 추론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문두와 답지
문두는 우리 수능과는 달리 의문문 형식이 아니라 불완전한 평서문을 완성시키는 형식
으로 제시되고 있다. 답지는 우리 수능과 달리 형식적인 통일성은 없으며, 배열의 특별한
규칙도 찾아보기 어렵다. 매력적 오답은 지문에 나오는 단어와 유사한 의미의 단어들이
하나씩 들어 있는 정도로 우리 수능의 오답지들이 구절 단위까지 유사하다가 한두 단어로
의미가 갈리는 경우와 비교해 보면, 매력도가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다.
◊ 문항 완성도와 참신성
우리 수능과 비교해 보면, 문두의 완성도는 높고 답지의 완성도는 낮다고 말할 수 있다.
기존의 다양한 형식의 글을 지문으로 삼는 데서 그 특성이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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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항 분석 작업과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얻은 SAT 문항의 특성을 다섯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지문
∙ 최근의 다양한 종류의 글을 지문으로 활용함으로써 실제성과 시사성을 갖추고
있다.
∙ 수준은 고교 졸업생에게 조금 어렵거나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시험을 위해 지문을 새롭게 작성하기보다는 주로 기존의 글에서 일부를 발췌해
서 사용한다.
∙ 지문의 길이가 짧은 글부터 긴 글까지 다양하게 제시된다.
∙ 지문에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행 번호가 날개에 다섯 줄 단위로 표시되어 있다.

❍ 평가 목표 및 요소 (행동영역)
∙ 어휘․어법 및 사실적 사고와 추론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이 많다.
∙ 지문 독해에 필수적인 기초적 원리와 기능을 반복적으로 측정한다.
∙ 어휘․어법 및 표준 언어 사용에 관한 문제가 많다.

❍ 문항 유형
∙ 오지 선다형 객관식 문항이 대부분이다.
∙ 문항 간에 내용상 관련이 있는 문항도 연속해서 제시되기도 한다.
∙ 한 지문에 대해 비슷한 유형의 문항이 반복되어 출제된다.
∙ 보기나 자료 활용 문항은 없다.

❍ 문두와 답지
∙ 대부분의 문두가 완성된 문장이 아니라 답지와 결합하여 완성되는 형태로 제시
된다.
∙ 문두에서 지문의 내용을 가리킬 때 기호 대신 몇 번째 행인지를 제시하고, 일
부분은 문두에서 다시 발췌하여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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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두에서 부정형을 거의 쓰지 않는다.
∙ 다섯 개의 답지 중에서 1개는 고정되어 있다.
∙ 답지의 배열 및 구성이 자유로운 편이며, 단순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 답지는 대부분 1～2줄로 되어 있으며 간결하다.

❍ 난이도
∙ 지문이 길고 수준이 조금 높은 대신 상대적으로 문항의 난이도는 낮은 편이다.
∙ 문항 대부분은 우리나라 중3 학생들에게 실시되는 시험(고입선발시험)의 난이
도 수준에 해당된다.

3) 수능 언어 영역에 주는 시사점 및 한계

첫째, 지문과 관련하여 SAT 문항이 수능 언어 영역의 ‘읽기’(비문학)에 주는 시사
점을 찾을 수 있다. 수능 언어 영역의 비문학 읽기 경우, 지문은 대체로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언어에서 각 1개씩 모두 6개가 단독 지문으로 제시되며, 길이는
1200자 내외로 비교적 일정하여 지문당 3～4개의 문항이 균형 있게 출제된다. 따라서
수능 언어 영역은 각 분야의 해당 내용을 균형감 있게 고루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
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때로는 해당 분야의 특
징적 전문 내용과 문체적 특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SAT의 경우
지문마다 길이가 다양하며 그에 따른 문항수도 2문항에서 14문항까지 다르게 배분된
다. 이처럼 해당 분야의 특성에 맞게 지문 길이를 조정하고 그에 따른 다수의 문항을
통해 읽기 과정을 부분적으로 또는 다각적으로 다룰 수 있다. 이러한 지문 길이의 다
양성은 검사를 위해 지문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실제 글의 일부를 발췌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하나의 분야에서도 여러 개의 지문을 부분적으로 묶어
통합하여 제시하는 방식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수능 언어 영역에서도 다
양한 길이의 지문 선정과 그에 따른 적정한 문항의 자율적 배분을 시도해 볼 만하다.
이는 좋은 지문을 선정해 놓고도 일정 길이에 맞추기 위해 지문의 특성을 살리지 못
했던 기존의 언어 영역 출제 관행을 새롭게 재조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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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평가 목표 및 요소와 관련하여 SAT 문항이 수능 언어 영역에 주는 시사점
을 찾을 수 있다. 사실적 사고나 추론적 사고를 위주로 하는 SAT와 달리, 수능 언
어 영역은 사실적, 추론적 사고는 물론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까지
상당수 출제된다. 이에 수능 언어 영역 문항이 SAT 문항보다 고차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SAT의 추론적 사고를 묻는 문항은 수능의 사실적 사고와
추론적 사고의 중간 정도에 해당되며, 대부분 내용 이해의 차원에서 맥락을 통한 지
문 자체의 기능과 의미 파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비해 수능 ‘읽기’는 추론
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평가하기 위해서 문항을 설계할 때는, 흔히 외부 자료(보
기, 표, 그림 등)를 활용하여 지문 내용을 다른 텍스트나 상황에 적용하는 형태로 출
제한다. 따라서 하나의 문항이 복잡하게 설계되어 지문을 독해하는 능력 이상의 것
을 요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쓰기’의 경우를 볼 때도 SAT는 선다형 문항에서 어
휘․어법을 중심으로 표준적인 영어의 고쳐쓰기 단계에 치중되어 있는 데 비해, 수
능 언어 영역은 창의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아이디어 생성하기, 표현하기 등
의 과정도 선다형 문항으로 구안하여 제시한다. 요컨대, SAT 문항은 수능과 비교해
볼 때, 문항은 단순한 편이지만 읽기와 쓰기 능력에 필수적인 기초 사고 능력을 반
복적이면서도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향후 수능의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에
필수적인 세부 목표를 정비하여 실제적인 언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평가 문항
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항 유형 및 형식과 관련하여 SAT 문항이 수능 언어 영역에 주는 시사점
을 찾을 수 있다. 문항 유형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SAT 문항과 달리, 수능 언어 영
역의 문항은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편이며 문항 간에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중복
되거나 관련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SAT 문항 유형이 단순한 데에는, 물론 평가하
고자 하는 목표가 추론적 사고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점이 일차적 요인이겠
지만 다른 형식적 요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SAT 문항은 문두와 답지가
결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문장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형태는 문두와 답지
모두 단순하다는 장점과 함께 문두와 답지가 연이어 자연스럽게 읽히면서 높은 가
독성을 지닌다. 또한 지문 안에 특별히 기호를 달지 않고 몇 번째 행인지를 지문 왼
쪽 여백에 명시해줌으로써 문항을 풀면서 기호로 표시된 지문의 부분을 다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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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또한 부정(否定) 문두가 거의 없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수능 언어 영역의 경우 많을 때에는 부정 문두가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 점과 대비
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있는 언어 영역에서 부정 문두를 피할 수 없
지만 가능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볼 일이다. 요컨대, SAT 문항 형식은 문
항 설계나 배열이 실제적인 읽기 과정을 자연스럽게 구현하여 가독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수능이 문항 간 간섭 없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덕목을 유지하면
서도 지문과 문항 배열 면에서 가독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한다.
넷째, 난이도와 관련하여 SAT 문항이 수능 언어 영역에 주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언어 영역의 경우, 난이도는 크게 지문의 난이도와 문항의 난이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SAT의 지문은 수능의 지문과 비교하면 수준이 조금 높거나 유사한 편
인데 비해 문항의 경우는 우리의 중3이나 고1 정도의 난이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SAT는 기존의 글에서 다소 어려운 전문 용어가 있어도 그것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발췌하여 지문으로 제시하지만, 다수의 쉬운 문항으로 읽기 과정을 재구성하여 문항
을 풀면서 글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SAT 문항의 난이도는
수능 언어 영역 문항과 비교하여 쉽게 느껴진다. 결국, SAT는 지문의 내용 수준을
적절히 살피며 문항을 쉽게 구성해 가면서 난이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볼 수 있
다. 이에 비해 수능 언어 영역은 지문의 난이도가 문항 전체 난이도에 큰 영향을 끼
치는 만큼 앞으로 이 부분 역시 세심하게 고려하고 면밀히 조율할 필요가 있겠다.

나. ACT 언어 영역의 구성 및 문항 분석
수능 언어 영역 개선에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언어 영역 관련 ACT의 시험 체제
를 알아보고 개별 문항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9)

9) 참고로 두 시험의 응시자 수를 비교하자면, 2007년에 ACT의 경우 약 130만 명(졸업생의 40%)이 응
시하였으며, 우리나라 수능의 경우 약 55만 명(졸업생의 98%) 가량이 응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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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 구성 및 특징

가) 영어 (English)

❍ 개관
시간

유형

점수

45분

- 용법 / 체계
- 수사적 기법
(5지문, 75문항)

1-36점
(용법/체계 영역 1-18점
수사적 기법 영역 1-18점)

영어는 자국어인 영어의 표준 어법과 활용 기능을 측정하는데 단순한 철자법, 어
휘, 문법 규칙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지는 않는다. 영어는 45분 동안 75 문항을 풀게
된다. 문항당 약 30초가 주어지는 셈이다. 시험은 지문마다 15개의 문항이 달린 다
섯 개의 지문으로 되어 있으며 각 지문은 약 325개의 단어 정도로 구성된다. 학생들
은 ACT의 다른 시험보다 영어 시험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더 많
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다.

❍ 유형
❏ 글의 경제성 추구하기
글의 경제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문의 밑줄 친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를 묻
는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명료성 : 같은 문장 안에서 반복하지 말 것
∙ 단순성 : 문법적으로 정확하다면 가능한 한 짧게 할 것
∙ 관련성 : 글의 목적에 논리적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부분은 생략할 것

❏ 의미의 명료성 추구하기
글에서 의미가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문의 밑줄 친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를 묻는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문장의 완결성 : 주어와 서술어를 포함하여 완전한 하나의 생각을 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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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인지 따져 볼 것
∙ 문장 구조, 수식 어구, 관용 어구, 지시어, 접속어, 어조의 적절성

❍ 특징
내용영역

내용 요소

문항의 비중 (%)

지문당 문항 수 (개)

용법/체계

구두점
문법과 어법
문장 구조

13
16
24

2
2∼3
3∼4

수사적 기법

전략
조직
문체

16
15
16

2∼3
2
2∼3

∙ 거의 대다수 문항은 정형화(표준화)된 형식을 띠고 있다. 한 단락에서 한 단어
나 구절, 혹은 문장을 밑줄치고, 바꾸어 쓸 수 있는 세 개의 대안을 답지로 주
는 것이다(4지선다형으로, 맨 처음 선택지는 ‘바꾸지 않음’으로 고정되어 있음).
∙ 구두점에 관한 문항은 불필요한 쉼표나 세미콜론을 피하고,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구두점 사용 능력을 측정한다.
∙ 문법과 어법에 관한 문항은 주어와 서술어 사이, 대명사와 선행사 사이, 수식어
와 피수식어 사이의 호응 관계를 묻거나 동사 시제, 대명사 유형, 형용사나 부
사의 비교급, 최상급에 관한 정보를 묻거나 관용적 용법을 묻는다.
∙ 문장 구조에 관한 문항은 글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들 사이의 관계에 관해 판단
하는 데 필요한 구문적 관습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이 범주의 문항들은
원인들 사이의 관계나 수식어의 위치나 글의 구조상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부
분을 다룬다.
∙ 전략에 관한 문항은 글의 독자나 목적에 적절한 표현을 고르도록 하거나, 뒷받
침할 만한 자료들을 더하거나, 고치거나, 생략하도록 하거나, 문맥에서 언급되
고 있는 것과의 관련성을 판단하게 함으로써 주어진 화제를 발전시키는지를 묻
는다.
∙ 조직에 관한 문항은 사고의 배열과 일관성에 관하여, 그리고 글의 도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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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말의 효과적인 선택에 관해서 묻는다.
∙ 문체에 관한 문항은 글에서 어휘와 이미지의 선택이 적절한지, 일정한 문체와
어조의 수준을 유지하는지, 수사적으로 문장 성분들의 배열이 효과적인지, 모호
한 수식어나 난삽하고 장황한 표현을 피하는지를 묻는다.

나) 읽기 (Reading)

❍ 개관
시간

유형

점수

35분

- 소설 / 인문학
- 사회학/자연과학
(4지문, 40문항)

1-36점
(소설/인문학 영역 1-18점
사회학/자연과학 영역 1-18점)

❍ 유형
❏ 세부 정보 확인하기
이 유형에 속하는 문항은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에 관하여 묻는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지문 내의 정보를 이용하여 독해한다.
∙ 지문 내 해당 부분의 전후 문장을 통해 맥락을 이해한다.

❏ 추론하기
이 유형에 속하는 문항은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이 문
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지문 외 정보를 추론하며 이해한다.
∙ 너무 극단적으로 추론하지 않는다.

❏ 종합적으로 독해하기
이 유형에 속하는 문항은 지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지를 묻는다. 이 문항을 해
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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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의 핵심이나 목적, 필자의 태도나 어조, 숨겨진 필자의 주장, 지문의 다른
부분에서 언급된 상이한 생각들, 사실과 의견의 구분 등을 고려한다.

❍ 특징
지문 영역
소설

지문 선정 영역

문항 비중 (%)

단편소설, 장편소설

25

인문학

회고록, 사적 수필, 건축, 예술, 무용, 윤리, 영화, 언어, 문
학비평, 음악, 철학, 라디오, 텔레비전, 극장

25

사회학

인류학, 고고학, 전기, 경영학, 경제학, 교육학, 지리, 역사,
정치, 심리, 사회학

25

자연과학

해부학, 우주공학, 생물학, 식물학, 화학, 지질학, 환경, 약학,
미생물학, 기상학, 자연사, 물리학, 기술, 생리학, 동물학

25

∙ `읽기'는 네 가지 범주의 지문, 즉 소설, 인문학, 사회학, 자연과학으로 되어 있
으며 각 범주마다 하나씩의 지문을 제시한다. 지문은 약 750개 단어 정도의 길
이이며 대학에서 사용되는 교재 정도의 난이도로 되어 있다.
∙ 측정하려는 능력은 지문의 핵심 요지 파악하기, 세부 정보 파악하기, 필자의 관
점과 어조 파악하기, 주어진 정보로부터 추론하기, 맥락을 통해 구절의 의미 파
악하기, 비교와 대조하기, 인과 관계 파악하기, (소설의 경우) 인물의 동기나 성
격 변화 이해하기 등이다.

다) 쓰기 (Writing)

❍ 개관
시간

유형

점수

30분

서술형 1문항

1-6 등급

ACT에서는 2005년부터 선택 과목으로 `쓰기'를 도입하였다. 이미 ACT의 `영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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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법, 구두점, 조직, 문체 등을 포함한 효과적인 쓰기 능력에 관한 지식을 측정하
고 있으므로, `쓰기'에서는 수험생들이 직접 간단한 글쓰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의 실질적인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려고 한다.

❍ 유형
어떤 논제나 이슈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한 편의 글로 서술하도록 한다. 글을 쓸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어떤 논제나 이슈에 관하여 자기의 견해를 명백하게 밝힌다.
∙ 견해에 대하여 뒷받침할 만한 근거나 논리적인 이유를 제시한다.
∙ 초점을 유지하며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구성한다.
∙ 명료하게 글을 쓴다.

❍ 특징
∙ 에세이는 총체적으로 1∼6등급으로 평정을 한다. 평가자는 문법이나 구조와 같
은 세부적인 요소를 가지고 각각의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에세이에 대
한 전체적인 느낌에 대해 점수를 준다. 두 명의 평가자가 각각 평정을 하는데,
이들의 평정 결과가 한 등급 이상 차이가 날 때에는 제 3의 평가자에게 또 다
시 평정을 하도록 한다.
∙ `쓰기'는 30분 만에 이뤄지므로 초고 수준으로 평정하게 된다. 6등급을 받으려
면 다음 평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 사례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해야한다.
- 논리적인 사고와 구성을 보여줘야 한다.
- 주제에 관하여 깊이 있게 다뤄야 한다.
- 글의 전환이 자연스러워야 하며, 구문과 어휘가 다채로워야 한다.
- 글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실수를 자주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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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항 분석

가) 문항 분석 준거
수능 언어 영역과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ACT 언어 영역 문항 분석의 준거는 앞
에서 제시한 <표 Ⅱ-3>의 SAT 언어 영역 문항 분석의 준거와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나) 문항 분석 예시
구체적으로 수능과 비교 분석한 미국 대학입시 문제로는 ACT의 경우에는 입시전문
출판사인 KAPLAN에서 2007년 출간된 「The Procrastinator's Guide to the ACT」
에서 1회분의 모의고사 문제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문항 분석을 위해 총 8명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세 차례의 협의회를 가졌다. 다음은 문항 분석의 한 예이다.

▷ 문항 분석
문항
번호

정답

R-14

F

지문
분야(소재)
과학 (기억)

난이도 문항수
상

10

ACT
문항 유형
추론
(함축된 의미
파악)

수능 행동영역 예상 정답률
추론적 사고
(함축적 의미
파악)

60%

◊ 지문 내용 및 문항 배열
<공통> 이 지문은 과학 분야의 글로, 기억의 주요 시스템과 기억의 형성 및 복원 기제
에 대한 과학계의 견해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문의 수준은 고3 학생이 읽기에 다소
전문적이고 까다로운 수준이지만, 내용이나 표현이 난해하지 않고 명확하며 글의 구성도
구조적이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읽어내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문
의 난이도가 높아지게 된 요인으로는, 기억 시스템의 3가지 단계와, 그 중 한 가지에 해당
하는 3가지 범주가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각각을 설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차원에서 머무르고 실제적이거나 구체적인 경험
적 사례들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 편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수능 언어에서의 유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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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로 보인다.
복합적인 성격을 띤 문항의 경우 다른 식의 분류도 가능하겠지만, 세부 정보 확인 3문
항, 추론 6문항, 종합적 독해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지문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
는 문항이 가장 많다.
◊ 평가 목표 및 난이도
이 문항은 지문의 특정 문장이 기술된 이유를 묻는 문항으로서, 그 문장이 함축적으로
뜻하는 바를 추론해 내는 능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해당 문장을 앞/뒤의 문장 및 문단 전
체의 내용 흐름과 관련지어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 문항에서는 인간의
기억이 컴퓨터로 간주되었다는 다소 비유적인 표현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표
현의 문맥적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이 더 까다로워졌다.
◊ 문두와 답지
<공통> Reading Test는 English Test에서와는 달리 문항마다 별도의 문두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능 언어에서는 완성된 의문문 형태의 문두를 제시하는 데 반해, Reading
Test의 문두는 미완성으로 되어 있고 답지의 어구/절을 통해 문두가 하나의 문장으로 완
결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답지는 모두 4개로 이루어져 있고, English Test에서처럼 ‘No
Change'나 `Omit'과 같은 답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답지의 길이는 그리 길지 않은 어
구 수준이다.
<해당 문항> 특정 개념/원리에 해당하는 어구를 지문에 따로 기호로 표시하여 문두에
서 그 기호를 사용하는 수능 언어와는 달리, 지문에 쓰인 표현 그대로를 문두에 활용하였
다. 답지는 핵심 단어 및 어구를 활용하면서도 각각 그 의미를 구별해 놓아 해당 문장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보여주었다.
◊ 문항 완성도와 참신성
수능 언어에서도 특정 문장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항이 출제되곤 한다. 이
문항에서와 같이 함축적 의미와 진술 의도를 함께 묻는 방식을 개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항 분석 작업과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얻은 ACT 언어 영역 문항의 특
성을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지문
∙ `영어'의 경우, 지문의 내용과 수준은 우리 수능 언어 영역의 지문보다 평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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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다. 원리와 적용, 현상과 사례, 비교나 대조, 문제와 해결방안 등 다양한 글의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수능보다는 다소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 `읽기'의 경우, 지문의 수준이 고3 학생이 읽기에 다소 전문적인 어휘가 사용되
었다고 볼 수 있지만 내용이나 표현이 난해하지 않고 글의 구성도 구조적이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아 우리 수능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한 정도로 보인다.
∙ 지문에 기호를 쓰지 않고 행 번호만 지문 옆에 표시해서 가독성을 높이고 있다.

❍ 평가 목표 및 요소 (행동영역)
∙ 전반적으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사고력을 측정하기보다는 정확한 표준 언어 사
용 능력에 초점을 둔다.
∙ `영어'의 경우, 어휘․어법과 정확한 언어 사용을 강조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 `읽기'의 경우, 세부 정보 확인 및 추론 문항이 많으며, 종합적 독해 문항이 가
끔씩 보인다.
∙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문항을 풀게 함으로써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 소설 지문에서 문학적 특성을 파악하기보다는 세부 내용 확인이나 추론하는 문
항을 내고 있다. 문항만으로 볼 때, 문학과 비문학 지문의 구별이 무의미하다.

❍ 문항 유형
∙ 문맥에 어울리는 어휘나 표현을 고르는 문항들이 계속 반복되어 제시된다.
∙ `영어'의 경우 지문을 읽어가면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를 곧바로 풀어
가도록 되어 있으며 '읽기'는 지문을 모두 읽은 후에 풀이하도록 되어 있다.
∙ 한 지문에 딸린 문항이 많아 글 전체 흐름을 세밀하게 읽어야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한 지문에 다양한 형식과 난이도의 문항을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 속도 평가에 가깝게 짧은 시간에 많은 문항을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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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두와 답지
∙ `영어'의 경우 유사 문항이 반복적으로 출제되므로 공통되는 문두는 지문의 앞
에 미리 제시되고 각 문항의 개별 문두는 대부분 따로 제시되지 않는다.
∙ `영어'의 답지는 네 가지이며, 그 중에 첫 번째 답지는 ‘바꾸지 않음’으로 고정
되어 있다.
∙ `읽기'에서는 문항마다 별도의 문두를 설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미완성 문장으로
답지를 결합하여 완성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읽기'의 답지도 네 가지이며 대부분 간단하게 제시된다.

❍ 난이도
∙ 문제 풀이를 위해 여러 단계의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수능에 비해 단순
하고 쉬운 편이다.
∙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거나 핵심 내용을 심화하는 문항이 거의 없다.
∙ 추론적인 문항도 복합적이거나 심층적이지 않다.

3) 수능 언어 영역에 주는 시사점 및 한계

ACT 언어 영역 문항이 앞에서 살펴 본 SAT 언어 영역 문항과 유사한 측면이 많
아 수능 언어 영역에 주는 시사점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SAT
언어 영역 문항이 주는 시사점에 덧붙여, ACT 언어 영역 문항이 주는 그 밖의 차별
적인 시사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지문과 관련하여 ACT 읽기 문항이 수능 언어 영역의 ‘읽기’(비문학)에 주
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ACT 지문은 크게 소설, 인문학, 사회학, 자연과학으로 4
범주로 나누고 4개의 지문을 유사한 길이로 제시한다. 이는 SAT처럼 다양한 분야에
서 다양한 길이의 지문을 출제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르다. 오히려 6개의 정해진 분
야에서 일정한 길이의 지문을 선정하는 수능 언어 영역의 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ACT와 수능 언어 영역의 지문 제시 형태는 지문 형식의 다양성 면에
서는 다소 미흡하나 출제의 안정성 면에서는 이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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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의 길이 면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즉, ACT 지문이 약 750개의 단어로
구성되므로 약 350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수능 언어 영역의 지문보다 두 배 이상
길며, 지문 하나에 딸린 문항 수도 10문항이어서 수능의 3～4문항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따라서 ACT는 우리 수능에 비해 긴 지문을 선정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읽기를
철저히 점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므로 우리도 앞으로 ACT 지문처럼 긴
지문을 통해 실제적인 독해 능력을 점검하는 장점을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
피되, 특정 분야에서 긴 지문이 선정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의 지문이 줄어들거
나 지문의 수가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살펴 내용 간의 형평성을 잃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평가 목표 및 요소와 관련하여 ACT 문항이 수능 언어 영역에 주는 시사점
을 찾을 수 있다. 수능 언어에서 측정하는 사고 능력 중 사실적 사고와 추론적 사고
는 ACT에서도 충분히 측정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논지 전개 방식이나 표현
상의 특징, 해석의 적절성, 수용의 타당성, 견해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비판적 사
고,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구성하거나 내용을 생성하는 창의적 사고를 측정하는 문
항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양상은 SAT도 크게 다르지 않으나,
ACT의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를 강조하여 성취도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더
욱 강하여 기초적인 독해 능력과 표준적인 영어 사용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러한 경향성은 SAT보다 문항 유형이 더욱 단순하고 정형화되어 있으며 유사 문항
이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양상에서도 확인된다. 그런데 ACT가 비판적, 창의적 사고
와 같은 고등사고 능력을 거의 점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점차 응시자 수가 늘어
나고 있는 것은 평가의 신뢰도가 안정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10) 현재 우리의 수능
은 ‘발전된 학력고사’로 규정되는데, 대학수학능력에 관한 적성검사와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는 학력검사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호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10) 2008학년도 고교 졸업반 학생 중에서 약 152만 명이 SAT를 치렀는데, 이것은 지난해보다 1.6% 증
가한 것이다. 특기할 만한 점은 SAT 응시자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을 원하는 미국
학생들 사이에서 SAT 인기는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의 경우
47.5%의 고교졸업생이 SAT를 응시했지만, 2008년에는 46%가 응시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반면에 SAT의 경쟁시험인 ACT의 2008년도 응시자 수는 2007년도 응시자 수보다 9% 정도 증가하
여 142만 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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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언어 영역에서 두드러진다. 언어 영역은 국어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놓지 않으
면서도 특정 교과목에 국한되지 않는 범교과적인 소재를 취하는 한편, 고등학교 교
육과정에서 성취한 국어 능력과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초적인 국어 능력을 동시에
평가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복합적인 특성으로 인해 평가 목표가 혼재되어 문
항 출제에 어려움이 발생하곤 한다. 따라서 향후 수능의 언어 영역 성격을 새롭게
규정하는 시점에서는 수능의 성격을 선명하게 일원화하거나 혹은 두 가지 체제로
이원화함으로써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항 유형 및 형식과 관련하여 ACT 문항이 수능 언어 영역에 주는 시사
점을 찾을 수 있다. ACT 문항은 그 유형이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SAT와 마찬가지로
문항 간 내용적, 형식적으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부정 문두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답지가 네 가지로 구성되어 문항 제작이 매우 용이한 편이다.
이러한 특성은 고등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수능 언어 영역의
평가 취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문두와 답지가 일관성 있게 제시되고
그로 인해 문항 자체를 이해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문두와 답지가 장황해야만 고등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문항이 단
순하고 간결하면서도 묻고자 하는 핵심을 묻는 것이 좋은 평가 문항이라면, 현재 수
능 언어 영역의 문항들이 다소 지나치게 복잡한 형식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반성할
시점이기도 하다.
넷째, 난이도와 관련하여 ACT 문항이 수능 언어 영역에 주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문항 풀이 시간을 통해 문항의 난이도를 추정해 보면 ACT는 에세이 쓰기를
제외하면 문항당 44초 정도, SAT는 문항당 54초 정도가 주어진다. 이에 비해 수능
언어 영역은 듣기 문항을 제외하고 문항당 88초 정도가 주어지는데 이는 다른 검사
들에 비해 상당한 시간을 부여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언어 영역은 늘 시간이 부족한 과목이다. 이는 언어 영역의 문항이 그만큼 난이도가
있어서 각 문항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뜻한다. 언어 영역의 문항이
고등 사고 능력을 살핀다는 긍정적 측면이 분명 있으나, 문항 풀이 시간을 지체시키
는 불필요한 요소들은 과감히 제거해 나가야 한다. 즉, 한 문항의 규모가 비대해짐
으로써 문항 자체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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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난이도의 안정적 유지 면에서 ACT와 SAT 문항은 수능 언어 영역에 비해 우수
한 편이다.11) 이러한 안정성은 SAT, ACT 모두 문제은행 체제를 갖추고 예비검사를
통한 동등화 작업이 선행된 까닭이라 할 수 있으며, 정형화된 문항 유형으로 이러한
난이도의 항상성을 지속하고 있다. 물론 반복 출제가 불가능한 수능에서 이러한 점
은 취하기 어렵지만 안정적 문항 유형의 설계로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할 것으로 보
인다. 수능 언어 영역의 문항 유형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안정화하여 구상하고 이
를 출제에 활용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 밖에, SAT와 ACT를 종합하여 볼 때 수능 언어 영역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이
한 가지 더 있다. 그동안 수능에서 객관식 검사의 한계로 평가를 미뤄왔던 서술형
쓰기 능력에 관한 시험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 SAT나 ACT가 평가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에세이 쓰기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에세이 서술형 쓰기가 대
학수학능력을 가늠하는 타당성 높은 준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평가체제 개편을 구상한다면 짧은 에세이 쓰기를 수능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긍정적
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2. 수리 영역
가. SAT 수리 영역의 구성 및 문항 분석
1) 시험 구성 및 특징
SAT에서 시행되는 수학 시험의 구성은 <표 Ⅱ-4>와 같다.

11) 예를 들어, 읽기 문항을 중심으로 보면 2007년에, 대략 SAT는 500/800점, ACT는 21/36점, 수능
60/100점 정도의 평균 점수를 보인다. 이 가운데 ACT는 전후 5년간 평균 점수의 변화 폭이 거의
없는 편이고 SAT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비해, 수능은 평균 점수의 변화 폭이 가장 큰 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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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SAT 수학 시험의 구성
시험 별

시험명

Reasoning Test

Mathematics

시험 구성

시험 시간

5지선다형 20문항(25분)
5지선다형 8문항 + 단답형 10문항(25분)
5지선다형 16문항(20분)

70분

Mathematics Level 1

5지선다형 50문항

60분

Mathematics Level 2

5지선다형 50문항

60분

Subject Test

SAT Reasoning Test에서 수학은 수학적 추론 능력을 강조하고 수학 문제를 통해
서 얼마나 잘 사고할 수 있는가, 일상의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수학적 개념과 기
능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를 평가한다(The College Board, 2006a: 217).
SAT Reasoning Test의 수학이 수학적 추론 능력과 사고력, 문제해결력, 활용 능
력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다면 SAT Subject Test의 수학 영역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습한 수학 지식의 측정에 중점을 둔다. 이 시험은 수준 1(Level 1)과 수준 2(Level
2) 시험으로 나뉘는데 수준 1에서는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 기간인 3년 동안 배운
수학 지식을 측정하고, 수준 2에서는 대학에서 미적분학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수학
지식을 측정한다.
SAT 수학 시험의 내용영역은 크게 수와 연산, 대수와 함수, 기하와 측정, 자료 분
석과 통계․확률 영역으로 나뉘고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Ⅱ-5> 및 <표 Ⅱ-6>과 같다.

<표 Ⅱ-5> SAT Reasoning Test의 수학 내용영역
영역

내 용

수와 연산

정수의 성질, 문장제 산술 문제, 수직선, 제곱과 제곱근, 분수와 유리수, 기초 수론
(인수, 배수, 나머지, 소수(素數)), 비와 비율, 수열, 집합(합집합, 교집합, 원소), 세기,
논리적 추론(긴 계산이나 행렬 연산 제외)

대수와 함수

대수식의 연산, 인수분해, 거듭제곱,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이 있는 식의 값을 구하
기, 방정식(식의 값, 한 문자에 대해 나타내기, 무리방정식), 절댓값, 식 세우기, 부등
식, 연립일차방정식, 연립일차부등식,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이차방정식 풀기, 분수방
정식과 분수부등식, 비례/반비례, 문장제 문제, 함수(함수 기호와 함숫값, 정의역과
공역, 새로운 정의 사용하기, 모델로서 함수, 일차함수식과 그래프, 이차함수식과 그
래프, 그래프와 함수의 관계, 함수 그래프의 이동과 효과). (근의 공식을 사용하여
이차방정식 풀기, 복소수, 로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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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SAT Reasoning Test의 수학 내용영역(계속)
영역

내 용

기하와 측정

기하학 표기법, 점과 직선, 평면각, 삼각형(정삼각형, 이등변삼각형, 직각삼각형, 피타
고라스 정리, 합동삼각형, 닮음삼각형, 삼각부등식), 사각형(평행사변형, 직사각형, 정
사각형), 넓이와 둘레의 길이(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넓이, 둘레의 길이, 삼각형의
넓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사각형(다각형의 각, 둘레 길이, 넓이), 원(지름, 반지름,
호, 접선, 둘레의 길이, 넓이), 입체 기하학(입체도형과 부피, 겉넓이), 기하학적 직관,
좌표기하학(기울기, 평행선, 수직선, 중점 공식, 거리 공식), 변환. (논증 기학학적 증
명, 삼각법, 호도법 제외)

자료 분석,
통계, 확률

자료 해석(원그래프, 꺾은선그래프, 막대그래프, 그림그래프), 통계(산술평균, 중앙값,
최빈값, 가중 평균, 대수식의 평균, 빠진 수를 찾기 위하여 평균 이용하기), 확률의
기초, 기하학적 확률, 표준편차

내용영역의 대략적인 출제 문항 비율은 구간으로 제시된다(The College Board,
2007).
SAT Subject Test의 수학에서 수준 1과 수준 2의 내용영역 차이는 다음과 같다
(The College Board, 2006b: 20).
∙ 수와 연산에서 수준 1은 복소수의 산술을 다루지만 수준 2는 복소수의 그래프
성질과 그 밖의 성질을 다룬다. 또, 수준 2는 급수와 벡터를 다룬다.
∙ 대수와 함수에서 수준 1은 주로 대수 방정식과 함수를 포함하는 반면 수준 2는
고차 방정식과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와 같은 함수도 포함한다.
∙ 기하와 측정에서 수준 1은 평면 유클리드 기하학을 중시하지만 수준 2는 이 영
역을 직접 출제하지 않고, 평면기하학에서 학습한 개념을 좌표기하학과 삼차원
기하학에 적용하여 출제한다.
∙ 삼각법 문제는 수준 1에서는 주로 삼각법(사인, 코사인, 탄젠트)과 삼각비 사이
의 기본 관계에 한정되지만, 수준 2에서는 삼각함수의 성질과 그래프, 역삼각함
수, 삼각방정식, 항등식,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강조된다. 수준 2에는 타
원, 쌍곡선, 극좌표, 삼차원 좌표 공간에 관한 문제도 포함된다.
∙ 자료 분석, 통계, 확률에서 수준 2는 표준편차와 이차 회귀, 지수 회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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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SAT Subject Test의 수학 내용영역 및 문항 비율(The College Board, 2006b:19)
교과(내용)

문항 비율(%)
수준 1 수준 2

수와 연산
연산, 비와 비율, 복소수, 세기, 초등 수론, 행렬, 수열, 급수, 벡터

10-14

10-14

대수와 함수
식, 방정식, 부등식, 표현과 모델링, 함수의 성질(일차함수, 다항함수, 유리함수, 지
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역삼각함수, 주기함수, 조각함수(piecewise function),
순환함수, 매개함수)

38-42

48-52

기하와 측정
유클리드 평면/측정

38-42
18-22

28-32
0

좌표평면 : 직선, 포물선, 원, 타원, 쌍곡선, 대칭, 변환, 극좌표

8-12

10-14

삼차원공간 : 입체, 겉넓이와 부피(원기둥, 원뿔, 각뿔, 구, 각기둥), 삼차원 좌표 공간

4-6

4-6

삼각법 : 직각삼각형, 항등식, 호도법,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삼각방정식, 배각 공식

6-8

12-16

자료 분석, 통계, 확률
평균, 중앙값, 최빈값, 범위, 사분범위, 표준편차, 그래프와 점, 최소제곱 회귀(선형,
이차, 지수), 확률

6-10

6-10

2) 문항 분석

문항 분석을 위해 3명의 교수와 2명의 교사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한 차례의 협의회를 가졌다.
SAT 수리 영역의 구체적인 문항 분석은 SAT의 주관기관인 미국대학위원회가 제
공하는 『The Official SAT Study Guide』와 『The Official Study Guide: SAT
Subject Tests in Mathematics Levels 1 & 2』에 있는 기출문항 한 세트를 분석하였
다. SAT를 주관하는 대학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에는 수능의 이원분류표에 있는 것
과 같은 행동영역에 관한 사항이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능의 행
동영역 분류 기준을 기준으로 삼아 분석하였다.12)
12) 수능 수리영역의 행동영역은 계산, 이해, 추론(발견적 추론, 연역적 추론), 문제해결(수학 내적 문제
해결, 수학 외적 문제해결) 영역으로 나뉜다. ‘계산’은 연산의 기본 법칙을 이용하여 식을 간단히
하기, 기본 공식이나 계산법 적용, 전형적인 풀이 절차 능숙하게 구사하기 등을 포함한다. ‘이해’는
기본 개념, 원리, 법칙에 대한 의미 충실한 사고, 개념의 다양한 표현, 개념 사이의 관련성, 문제 상
황에서 적절한 개념을 구별하여 적용할 줄 아는 능력과 관련된다. ‘추론’은 관찰, 열거, 실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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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AT Reasoning Test의 수학 영역(The College Board, 2006a: 635-697)
시험 한 세트 당 내용영역과 행동영역별 출제 문항 수 및 비율을 나타내면 <표
Ⅱ-7>과 같다. 표에 제시된 난이도는 대학위원회가 제공한 것이다. 문항별로 내용영
역과 행동영역은 제공되지 않아 내용영역은 대학위원회가 제시하는 영역을 기준으
로, 행동영역은 수능 행동영역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표 Ⅱ-7> SAT Reasoning Test 수학 영역의 문항 수 및 비율
영역

내용영역

행동영역

난이도

문항 수

비율(%)

수와 연산

13

24.1

대수와 함수

21

38.9

기하와 측정

13

24.1

자료 분석, 통계, 확률

7

13.0

계

54

100

계산

22

40.7

이해

17

31.5

추론

10

18.5

문제해결

5

9.3

계

54

100

상

18

33.3

중

26

48.1

하

10

18.5

계

54

100

내용영역에서는 대수와 함수가 많이 출제되었고, 행동영역에서는 계산과 이해 문
항이 주를 이루며 난이도는 중간 난이도가 절반 정도 출제되었다.
SAT Reasoning Test의 수학 시험에 출제된 문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영역은 우리나라 중학교 또는 10단계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수열(수학
Ⅰ), 지수법칙(수학Ⅰ), 간단한 무리방정식, 분수방정식, 분수부등식(수학Ⅱ), 중앙값,
최빈값(확률과 통계), 기하학적 확률(없음)이 포함된다.
둘째, 짧은 시간에 많은 문항을 풀어야 하므로 복잡한 계산이나 사고력을 요하지
통한 귀납과 유추, 추측에 의해 수학적 법칙과 문제의 해법 발견과 일반화, 수학적 명제의 증명 능
력과 관련된다. ‘문제해결’은 일상생활 또는 다른 교과 내용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서 수학의 여러
개념, 원리, 법칙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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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기본 개념만을 묻는 쉬운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 예를 보자.

20. (오른쪽) 그림은 함수  와  의 그래프이다.
함수  는       이고 함수  는
        , (    는 상수)이다. 이
때,   의 값은?
⒜ 

⒝ 

⒞ 

⒟ 

⒠ 

이 문항은 평행 이동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미국대학위원회는 이 문
항의 난도를 ‘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림의 두 그래프를 비교하면

( a , b) →

( a + 3 , b - 2) 로 평행이동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h =- 3 , k =- 2 이다.

다음은 2006 수능 수리 ‘가’형 20번 문항이다.
20. 함수      의 그래프를 x 축 방향으로  만큼,  축 방향으로  만큼 평행이동
시켰더니 함수      의 그래프가 되었다.



    이고



   







    



일 때,  의 값을 구하시오. [3점]

   를

식으로

       이다.

나타내면





   









    







    





        







  을

           이다.



대입하면



     

이므로



      이고, 따라서    이다. 이 풀이



에서 평행이동 시킨 그래프의 식을 구하는 것은 첫 단계에 불과하고, 그 뒤 치환적
분과 정적분의 성질의 이해와 적용을 통해 적분값을 구하여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이처럼 수능 문항에서는 풀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개념이 훨씬 많고 복잡하다.
셋째, 수학 외적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많으나 모두 간단하게 식을 세
우면 풀리는 문제들이다. 식을 풀어 구체적인 답을 구하기보다는 상황 설명을 읽고
식을 세우는 것 자체를 중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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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계산기 사용이 허용되지만 복잡한 계산을 요한다거나 여러 개념을 복합적으
로 묻는 문항, 수학 내적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는 문항은 거의 없다.
다섯째, 단답형 문항에 답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 분수나 소수 표현, 같은 수의
다른 표현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⅓은 분수 표현이나 0.666, 0.667 모두 가능하다.
여섯째, 가능한 답을 고르라는 문항이나, 답지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고르도록 하는
문항, 즉 최선답형 문항, 단답형의 경우 여러 개의 답이 가능한데 그 중 하나만을
답하도록 하는 문항 등 다양한 유형의 문항이 출제된다.
나) SAT Subject Test의 수학 영역(The College Board, 2006b: 35-56)
SAT Subject Test의 수학 영역은 2002년 10월에 시행되었던 시험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Ⅱ-8> 및 <표 Ⅱ-9>와 같다. 정답률은 미국대학위원회가 제시한 실
제 시험의 정답률이다. 문항별로 내용영역과 행동영역은 제시되지 않아, 내용영역은
미국대학위원회가 제시하는 내용영역을 기준으로, 행동영역은 수능의 행동영역을 기
준으로 분류하였다.
<표 Ⅱ-8> SAT Subject Test 수학 수준 1
시험에서 영역별 문항 수 및 비율

<표 Ⅱ-9> SAT Subject Test 수학 수준 2
시험에서 영역별 문항 수 및 비율

문항 비율
수
(%)
수와 연산
10
20
대수와 함수
20
40
내용
기하와 측정
18
36
영역
자료 분석, 통계, 확률
2
4
계
50
100
계산
21
42
이해
20
40
행동
추론
5
10
영역
문제해결
4
8
계
50
100
80 이상
17
34
60 이상 80 미만
12
24
40 이상 60 미만
13
26
난이도
20 이상 40 미만
7
14
20 미만
1
2
계
50
100

문항 비율
수
(%)
수와 연산
11
22
대수와 함수
22
44
내용
기하와 측정
15
30
영역
자료 분석, 통계, 확률
2
4
계
50
100
계산
22
44
이해
14
28
행동
추론
7
14
영역
문제해결
7
14
계
50
100
80 이상
13
26
60 이상 80 미만
18
36
40 이상 60 미만
14
28
난이도
20 이상 40 미만
5
10
20 미만
0
0
계
50
100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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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Subject Test 수학 수준 1 시험에서는 대수와 함수, 그리고 기하와 측정이 많
이 출제되고 있다. 이 두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수준 1, 수준 2 모두 전체 문항의
4분의 3 정도이다. 행동영역은 계산력과 이해력을 묻는 문항이 수준 1 시험에서 전
체의 82%를 차지한다. 수준 2 시험에서는 72%로 수준 1보다 약간 낮다. 난이도는
60% 이상의 정답률을 나타내는 문항이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20% 미만인 문항은
한 문항뿐이므로,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라고 판단된다. 수준 2 시
험의 난이도는 60% 이상의 정답률을 나타내는 문항이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20%
미만인 문항은 없으며, 전체적으로 수준 1과 큰 차이가 없다.
SAT Subject Test의 수학 과목에서 출제된 문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해결에 사용되는 기본 공식(원뿔의 부피, 옆면의 넓이, 구의 부피, 구의
표면적, 각뿔의 부피 등)이 문제지 앞에 주어진다.
둘째, 수준 1에서는 우리나라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출제
되고, 수준 2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들, 특히 수학Ⅱ,
심화선택 과목인 미분과 적분에서 배우는 내용이 출제되고,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수
학 10단계와 수학Ⅰ 내용이 포함된다. 반면, 역삼각함수, 순환함수, 조각함수, 변환,
극좌표, 사분범위, 최소제곱 회귀와 같은 것은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다루
지 않는 내용이다. 또한 수능에서는 다루고 있으나 SAT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수리 ‘가’형의 경우에는 선택과목 내용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수열의 극한, 순열과 조합,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 다항함수의 미분법, 다항함수의
적분법을 SAT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수리 ‘나’형의 경우에는 수열의 극한, 순열과
조합이 제외된다.
셋째, 짧은 시간에 많은 문항을 풀어야 한다. 총 시험 시간은 수능의 0.6배(수능은
100분, SAT는 60분) 밖에 주어지지 않지만 그 시간에 풀어내야 하는 문항 수는 1.7
배(우리나라는 30문항, SAT는 50문항)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어려운 문항, 고차원
적인 수학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항,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문항은 출제되지 않는다.
다음 문항을 보자. 이 문항은 SAT Subject Test 수준 2 시험 세트 내에서 두 번째
로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이다. 참고로, 수준 2는 대학에서 미적분학을 배울 준비
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측정한다는 목적을 고려하면 수리 ‘가’형에 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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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서로 다른 자연수     에 대하여, 행렬  는  ×  행렬이고 행렬  는 × 
행렬이다. 다음 중 반드시 참인 것은?
Ⅰ. 행렬의 곱  는 존재하지 않는다.
Ⅱ. 행렬의 곱  는 존재하고 그 차원은  ×  이다.
Ⅲ. 행렬의 곱  는 존재하고 그 차원은  ×  이다.
⒜ Ⅰ only

⒝ Ⅱ only

⒞ Ⅲ only

⒟ Ⅰ과 Ⅱ

⒠ Ⅰ과 Ⅲ

이 문항은 행렬의 곱에 대한 이해, 특히 곱이 가능한 행렬의 조건과 곱의 결과 얻
어지는 행렬의 크기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곱  의 경우 행렬
 의 열의 수와 행렬  의 행의 수는 모두  이므로 곱이 가능하고 그 결과 행렬은
 ×  행렬이다. 그러나  의 경우  의 열의 수는  이고  의 행의 개수는 

이며,  와  은 서로 다른 수이기 때문에 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Ⅰ과 Ⅱ만 참이
다. 이 문항의 정답률은 25% 였다. 다음은 2005학년도 수능에서 출제되었던, 같은 내
용영역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6. 이차정사각행렬   에 대하여 항상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는 단위행렬이고  는 영행렬이다.) [3점]
<보

기>

ㄱ.           
ㄴ.        이면  는 역행렬을 갖는다.
ㄷ.  ≠  이고     이면    이다.
① ㄱ

② ㄴ

③ㄷ

④ ㄱ, ㄴ

⑤ ㄴ, ㄷ

SAT 문항은 행렬의 곱셈이 가능한지 여부, 즉 행렬의 곱셈에 관한 성질 중 한 가
지만 묻고 있다. 그러나 수능에서는 ㄱ에서 행렬 곱셈의 교환법칙, ㄴ에서 역행렬,
ㄷ에서 영인자에 관련된 내용을 묻고 있다. 즉 한 문항 내에 있는 세 개의 보기가

◀ 48 ▶

Ⅱ. 영역별 관련 과목 문항 분석

행렬의 곱셈에 대한 각기 다른 성질을 묻고 있다. 또한 답을 찾는 방식도 각 보기마
다 다르다. ㄱ은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ㄴ에서는    을 구해야 하고, ㄷ은 반
례를 찾아야 한다.
넷째, π나  , 삼각함수 값, 복잡한 수식 계산 등 계산기를 이용해야만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된다. SAT에서 계산기 사용은 1994년부터 허용되었다. 대학위원회에
서는 수준 1 문항의 40∼50%, 수준 2 문항의 55∼65%에 대해서 계산기가 유용하다
고 안내한다(The College Board, 2007:18). 특히 최근에는 공학용 계산기 차원을 넘
어 그래픽 계산기를 사용하여야 풀 수 있는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이 시험의 몇
문항은 그래픽 계산기가 유용할 수 있다(The College Board, 2006b: 18).” 이들은 그
래픽 계산기의 사용법, 이를테면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를 분석하는 방법, 근을 구하
는 법, 여러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법, 함수의 최솟값, 최댓값을 구하는 방
법 등을 익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섯째, 문제해결 능력과 관련하여 여러 수학적 개념을 복합적으로 묻는 수학 내
적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은 출제되지 않는다. 수학 외적 문제해결능력을 평
가하는 문항은 여러 개 있지만, 상황을 읽고 식을 세우는 것에서 그치는 문항이거나
문항에서 주어진 식에 수치를 대입하여 해결하는 문항으로 수능에 비해 평이하다.

3) 수능 수리 영역에 주는 시사점 및 한계

시사점을 논하기 전에 먼저 두 시험의 성격 차이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SAT
Reasoning Test는 대학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수학적 사고력 측정에 목표를 두고,
SAT Subject Test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수학 지식을 측정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이 두 시험은 수능이 대학수학능력을 검사한다는 목표만큼 비중을 두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능과의
큰 차이점이다. 또 SAT는 교과 내용의 측정(교과 학력검사)과 대학 교육과정 학습
능력이 있는지의 평가(추론능력검사)를 분리하여 평가하지만 수능은 한 시험에서 이
둘을 모두 평가한다. 이처럼 수능과 SAT는 그 목표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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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100분에 30문항을 풀어야 하는 수능에 비해 70분
에 54문항, 60분에 50문항을 풀어야 하는 SAT는 여러 개념을 복합적으로 다루거나
고차원적인 수학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항, 시간이 필요한 문항이 출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능과 성격이 매우 다르다. 수능 수리 영역 문항은 처음 몇 개를 제외하고
는 그래프나 그림 등 다양한 수학적 표현을 이용하거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각각
의 경우를 생각하는 문항, 몇 개의 특수한 상황의 분석을 통해 일반적인 사실을 추
리하는 문항, 문제에 포함된 원리를 파악하고 종합하여 적용하는 비정형 문항, 두
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을 적용하는 통합형 문항, 두 단계 이상의 사고
과정을 거쳐 해결하는 문항, 실생활 상황이나 다른 교과 소재를 이용한 상황에서 이
것과 관련된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 등을 파악하고 수학적으로 표현하여 해결하는
문항 등 고차원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이 대부분이다(백지현, 2007).
이 외에도 시험이 치러지는 사회 문화적 배경이 매우 다르다. SAT는 여러 차례
치러지기도 하지만, 이 시험이 시행되는 미국은 교육열이나 대학진학률, 이 시험의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 이 시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우리나라만큼 높지 않다.
앞에서 논한 것처럼 두 시험의 목표와 성격, 사회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SAT
의 분석 결과에서 수능 수리 영역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많이 이끌어 낼 수는 없
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만 논하겠다.
첫째, 최선답형의 출제이다. 수능 수리영역의 문항 유형은 선택형으로는 정답형,
완성형(불완전 문장형), 합답형, 부정형이 있고 서답형으로는 단답형이 있다. SAT의
문항 유형은 선택형으로는 정답형, 최선답형이 있고 서답형으로는 단답형이 있다.
최선답형은 이를테면 구한 값에 가장 가까운 답지를 고르게 하는 문항이 해당된다.
수능에서 현재 최선답형은 출제되지 않는데, 이 유형 문항의 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문항의 장점은 첫째, 상용로그 값이나 표준정규분포의 확률 같은 값들을
지나치게 대략적으로 주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둘째, 답을 정수로 만들려다 기출 문
항과 같게 되는 오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 셋째, 답지를 좀 더 현실적인 값으
로 제시할 수 있다. 단점은 정확성과 간결성을 추구하는 수학적 지식의 성격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계산 과정이 다소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단답형 표기 방식의 확장이다. SAT에서 단답형은 SAT Reasoning Test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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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출제된다. 이것은 1994년부터 적용된 것인데, 학생의 응답을 그대로 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능과 다르다. 미국대학위원회와 ETS는 이것을 미국의 표준화 검사
에서 획기적인 변화이며, 향후 전격적인 주관식 서술형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평가
형태를 위한 시도라고 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수능에서는 세 자리 이
하의 자연수만을 답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때 한 자리 자연수로 나오
는 답은 피하고 있다(이는 한 자리 수를 표시하는 방식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존재
하기 때문이다). SAT의 단답형 답의 표시 방법을 도입하면 첫째, 분수나 소수로 답
이 나오는 경우에도 그것을 그대로 표시할 수 있다. 둘째, 답을 작위적으로 조작하
여 요구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셋째, 답의 표시 위치를 학생들에게 강제하지 않아
도 된다. 넷째, 단답형 문항으로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이 늘어난다. 단점으로는 친숙
하지 않으므로 정답 표기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당분간 답을 잘못 표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채점 프로그램의 변경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소요된다
는 것이다.

나. ACT 수리 영역의 구성 및 문항 분석13)
1) 시험 구성 및 특징

ACT는 대학 수준의 학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학업 성취도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전에는
SAT에 비하여 이 시험을 보는 학생이 많지 않았으나 SAT에서 2005년 3월부터 수학
시험에 대수학Ⅱ(AlgebraⅡ)를 포함시키면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ACT
로 옮겨갔고, 이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대학도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시험
은 60분 동안 5지선다형 60문항을 풀도록 되어 있다.
ACT 수학 시험의 내용영역은 대체로 우리나라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
이 주를 이루고, 삼각함수의 그래프, 삼각방정식, 부등식과 같은 10단계에서 다루는
13) ACT 수학 문항 분석은 공식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안내(http://www.act.org/aap/pdf/YourGuideto
ACT.pdf) 및 예시문항(http://www.act.org/aap/pdf/preparing.pdf)을 중심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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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25% 정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것은 <표 Ⅱ-10>과 같다.

<표 Ⅱ-10> ACT 수학 시험의 내용영역
영역

내 용

기초 대수

자연수, 소수, 분수, 정수의 기본 연산, 자릿값, 제곱근과 근삿값, 지수, 식 세우기, 소
인수분해, 비, 비율, 백분율, 일차 방정식, 절댓값과 대소 관계, 경우의 수 기본 및 간
단한 확률, 자료 수집, 표현, 해석, 간단한 통계의 이해

초급 대수

지수와 제곱근의 성질, 치환을 통한 대수적 식의 변환, 함수적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변수의 사용, 대수적 연산의 이해, 인수분해를 이용한 이차 방정식의 풀이

중급 대수

이차방정식의 근의 공식의 이해, 유리식과 무리식, 절댓값이 있는 방정식과 부등식, 수
열과 패턴, 방정식 체계, 이차부등식, 함수, 모델링, 행렬, 고차방정식, 복소수

좌표 기하

함수의 그래프, 방정식과 그래프의 관계, 점, 선, 다항함수, 원, 기타 곡선들, 부등식의
영역, 직선의 기울기, 평행선과 수직선, 거리, 중점, 원뿔 곡선

평면 기하

평면 도형의 성질과 관계, 각, 수선, 평행선, 원, 삼각형, 사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의 성질, 증명 개념과 증명 기술, 부피, 입체 기하의 응용

삼각법

직각삼각형의 삼각비, 삼각 함수의 값과 성질, 삼각함수의 그래프, 삼각함수를 사용한
모델링, 삼각 부등식, 삼각 방정식

2) 문항 분석

ACT 주관기관은 SAT와 달리 일반적인 한 검사지의 각 내용영역과 행동영역의
문항 수 및 비율을 각각 <표 Ⅱ-11> 및 <표 Ⅱ-12>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행동영역
은 수능과 달리 ‘지식과 기술’, ‘개념의 이해’, ‘응용’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문항
수와 비율은 검사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ACT 주관기관에서는 SAT와 달리 문항의 정답률이라든가 난이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실제 정답률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ACT 문항의 난이도 분석
은 의미가 없다. 다만 SAT 수학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ACT를 치르는 학생이 늘어났
다는 점과 시험 시간은 SAT와 같이 60분인데 풀어야 하는 문항 수는 10문항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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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60문항임을 고려할 때, ACT 수학 시험이 SAT 보다 쉽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실
제 ACT Inc.가 제공하는 문항 세트에서도 이 경향을 볼 수 있다.

<표 Ⅱ-11> ACT 수학 시험의 내용영역별

<표 Ⅱ-12> ACT 수학 시험의 행동영역별

문항 수 및 비율

문항 수 및 비율

내용영역

문항 수

비율(%)

행동영역

문항 수

비율(%)

기초 대수

14

23

지식과 기술

30

50

초급 대수

10

17

중급 대수

9

15

직접적인 응용

17

28

좌표 기하

9

15

평면 기하

14

23

개념의 이해, 통합적
개념적 이해

13

22

삼각함수

4

7

계

60

100

전체

60

100

ACT 문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 간단한 계산이나 지식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 또는 상황을 읽고
식으로 표현하는 문항 등이 주를 이루며 대체로 쉽다. 중요한 공식들은 문제지 앞
또는 문항에 주어지고, 복잡한 공식이나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 고차원적인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은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둘째, 여러 가지 개념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풀어야 하는 수학 내적 문제해결 능
력을 평가하는 문항은 출제되지 않는다. 실생활 상황에서 수학적 식을 세우거나 개
념을 활용하는 문항에서도 상황 자체나 식이 매우 간단하다.
셋째, 우리나라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유사한 성격을 띤다.

3) 수능 수리 영역에 주는 시사점 및 한계

ACT는 출제 내용 자체가 수능에서 다루지 않는 중학교 내용이나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고, 그 성격도 우리나라 학업성취도 평가와 유사하다. 즉, 수능 수리 영역과는
내용과 성격이 다른 시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시사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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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 어렵다. 수능에서 ACT와 같이 기본 개념을 묻는 문항 수를 늘리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수능의 성격과 목표, 시험 시간 등 관련된 여
러 분야에 대대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쉽게 적용하기 어렵다.

3. 사회탐구 영역
가. SAT 역사 영역의 구성 및 문항 분석
1) 시험 구성 및 특징

SAT에서 수능의 사회탐구 영역과 관련 있는 시험으로는 SAT Subject Tests의 역
사(History) 영역을 들 수 있다. 이 영역에는 ‘미국사’와 ‘세계사’ 과목이 있다. 미국
사와 세계사 과목의 목적, 형식, 평가 요소, 추천할 만한 준비, 점수 등은 <표 Ⅱ
-13>과 같다. 이로부터 역사 영역의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13> SAT 미국사 및 세계사 과목의 개요
과목
항목

미국사(United States History)

세계사(World History)

목적

∙세계사(global history)의 주요 발전에
대한 이해를 측정한다.
∙컬럼버스 이전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미
국사 이해 및 역사학습의 근거가 되는 ∙사료의 적용과 평가를 포함하는 기본적
인 역사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과 해석
사회과학 개념, 방법, 일반화를 측정한다.
및 일반화 능력을 평가한다.

형식

∙90-95개 선다형 문항
∙ 95개 선다형 문항
∙문항은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지성사, ∙문항은 정치, 외교, 사회경제, 지성․문
문화사와 대외 정치를 포괄한다.
화 분야를 포괄한다.

평가 요소

∙용어, 개념, 일반화의 이해
∙기본 정보의 기억
∙미국사의 유의미한 국면의 이해
∙자료 분석과 해석
∙주어진 데이터에 아이디어 연결짓기
∙주어진 목적에 따른 데이터 구하기

◀ 54 ▶

∙사실과 용어에 대한 지식 제시하기
∙인과관계 이해하기
∙주요 역사 발전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
기 위한 사건과 지리 지식을 사용하기
∙역사적 분석을 위한 핵심 개념 이해하기
∙자료를 해석하고 간행된 자료의 인용문
을 평가하기

Ⅱ. 영역별 관련 과목 문항 분석

<표 Ⅱ-13> SAT 미국사 및 세계사 과목의 개요(계속)
과목
항목
추천할만한
준비

미국사(United States History)
∙대학 예비 수준의 미국사 1년 과정
∙사회과 과정과 기타 독서

세계사(World History)
∙대학 예비 수준의 세계사 1년 과정
∙역사적 주제를 다룬 독자적 자료 읽기

점수

총점 : 200〜800점

총점 : 200〜800점

연간 시행
횟수

6회

2회

출제의 목적은 미국사와 세계사의 전 시기를 대상으로 이해력을 측정하는 데 있
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외 관계 등 여러 분야를 출제하도록 하였다. 미
국사는 사회과학적 개념, 방법 등도 측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여러 사회과
학적 개념과 방법을 측정하는 별도의 SAT과목이 없으며, 미국 역사교육이 이러한
사회과학적 이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사는 주
요 발전에 대한 이해를 측정한다고 하였다. 이는 세계사의 범위가 방대하므로 특히
핵심 내용 요소를 다룬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형식면에서 5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 이는 우리의 수능과 같다. 단 과목당 문항수
가 90∼95개로 60분 동안 풀도록 한다. 문항당 풀이 시간은 약 40초에 해당한다. 이
점은 20문항을 30분 동안 풀도록 해서 문항당 풀이 시간이 90초 정도인 우리 수능
과 차이가 있다. 점수도 200점부터 800점까지 세분하여 부여되므로 원점수 50점 만
점에서 49개 간격으로 구분되는 수능과 다르며, 미국사는 연 6회, 세계사는 연 2회
로 응시 기회가 한해 여러 번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평가요소는 수능의 행동영역 목표와 유사하다. 하지만 수능이 사회탐구 11개 과목
에 공통 목표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미국사와 세계사는 공통의 평가요소를 제시하
지 않고 과목별 특성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출제 범위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추천할 만한 준비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국
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우리 역사교육과 달리 미국의 역사교육은 주별, 학교
별로 다양한 수준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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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검사지에서 내용별 배분은 <표 Ⅱ-14>와 같다.

<표 Ⅱ-14> SAT 미국사 및 세계사 과목의 출제 내용
과목
항목

분야별/
지역별

미국사(United States History)

세계사(World History)

영역

비율(%)

영역

비율(%)

정치사

32-36

지구사적․비교사적

25

유럽

25

경제사

18-20

아프리카

10

사회사

18-22

남서아시아

10

남부 및 동남아시아

10

지성․문화사

10-12

동아시아

10

대외 정치

13-17

아메리카

10

선사 및 문명기 서기 500년까지

25

콜럼버스 이전부터 1789년까지

20

500년부터 1500년까지

20

1790년부터 1898년까지

40

1500년부터 1900년까지

25

1900년 이후

20

1899년부터 현재까지

40

통시대적 내용

10

시기별

이와 같이 내용을 배분하는 것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단원별로 고루 출제
하는 우리 수능과 달리, 표준적인 교육과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내용상의 시기별
분야별(또는 지역별) 출제 비중을 안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분야별(또는 지역별) 배분에서 미국사는 정치, 경제, 사회, 지성․문화, 대외 정치
등 5분야로 나누었다. 정치사의 비중이 높고 문화사에 지성사를 포함하였으며, 대외
정치를 하나의 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며 사회과학의 개념, 방법, 일반
화가 문항 소재와 결합되어 출제된다. 세계사는 세계 전체사․비교사, 유럽, 아프리
카, 남서아시아, 남부 및 동남아시아, 아메리카 등 6지역으로 나누었다. 여러 지역을
다루는 세계 전체사․비교사를 설정하였고 유럽사의 비중이 높으며, 우리 세계사 과
목이 잘 다루지 않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지역을 다른 지역과 동등하게 다루고 있는
점은 미국 세계사 교육의 특징이다.
시기별 배분에서 미국사는 미국 건국(1789년) 시점, 미국․에스파냐 전쟁(1898년)
으로 세계사에 등장하는 시점을 분기로 해서 3시기로 구분하였다. 미국 건국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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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비해 이후 시기의 비중이 높다. 세계사는 시기별로 4개로 구분하고 시기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 통시대적 내용으로 처리하여 모두 5개로 나누었다. 시기별 비중
을 유사하게 하였지만 1900년 이후 현대 세계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2) 문항 분석

가) 문항 분석의 대상과 절차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미국대학위원회의 Study Guide(College Board, 2006)에
공개된 미국사 2세트, 세계사 2세트의 검사지이다. 이들 검사지는 정답률도 함께 제
공되었다. 각각에는 관리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즉 미국사 Test Form 3WAC2(2000
년 10월 시행, 8,509명 응시), Test Form K-3RAC2(1997년 1월 시행, 2,993명 응시),
세계사 Test Form 4BAC(2005년 6월 시행, 9,745명 응시), Test Form K-3WAC(1996
년 6월 시행, 4,591명 응시) 4세트 검사지이다. 문항 분석은 2차례에 걸친 전문가 협
의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나) 문항 형식 분석
수능 사회탐구 영역은 문항 형식을 최선답형, 정답형, 합답형, 부정형, 완성형, 세
트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분하는 방법으로 SAT 미국사나 세계사의
문항 형식을 구분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그러므로 발문과 답지의 연결 방식에
따라 ‘의문형’과 ‘완성형’이라 개념을 정의하고 구분해 보았다. 5개의 답지 중에서 최
선의 답지를 고르는 선다형인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의문형은 어느 것을 고르라는
Which 등 의문사가 포함되며 답지(answers)중에서 고르는 형식에 해당한다. 완성형
은 불완전한 문장(incomplete statement)에 이어지는 답지(completions)를 고르는 형
식에 해당한다. 이는 <표 Ⅱ-1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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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5> SAT 미국사 및 세계사 과목의 문항 형식별 검사지 구성
검사지

문두 형식

긍정/부정형

지문 유무

계

의문형

완성형

긍정형

부정형

없음

있음

미국사
3WAC2

46
(51%)

44
(49%)

77
(85%)

13
(15%)

59
(66%)

31
(34%)

90문항
(100%)

미국사
K-3RAC2

38
(42%)

52
(58%)

74
(82%)

16
(18%)

76
(84%)

14
(16%)

90문항
(100%)

세계사
4BAC

39
(41%)

56
(59%)

90
(95%)

5
(5%)

88
(93%)

7
(7%)

95문항
(100%)

세계사
K-3WAC

43
(45%)

52
(55%)

89
(94%)

6
(6%)

83
(87%)

12
(13%)

95문항
(100%)

표를 보면 대다수 문항이 옳은(적절한) 것을 고르는 정답형에 해당한다. 이는 부
정형과 합답형이 많은 수능의 문형과 관련해서 시사적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항은 부정어구(EXCEPT, LEAST)는 모두 대문자로 진하게 표시하여 혼동하
지 않도록 하였다. 모든 답지(All of following〜) 중에서 아닌 것(EXCEPT)을 고르
도록 하였으며 의문형과 완성형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대체로 부정어구는 완성형
문형에서 많았다. 정답형 중에는 최상급 어구(most, best)를 포함하는데, 이는 수능의
최선답형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합답형은 우리와 달리 별도의 박스를 제시하지 않고
답지에서 몇 개씩을 조합하여 제시하였다. 세트형은 지문 1개에 2문항 이상을 묻는
형식이다. 하지만 합답형과 세트형에 해당하는 SAT 역사 문항은 극히 소수에 불과
하였다.
한편 수능은 지문을 필수로 요구하지만, SAT 미국사와 세계사는 지문이 없는 문
항(separate items)과 인용문, 지도, 사진, 그림, 그래프, 표에 기반한 지문이 있는 문
항으로 구현된다. 한 세트는 지문 있는 문항이 30%가 넘었지만, 나머지 3개 세트의
검사지는 10% 내외여서 지문 있는 문항 비율이 낮았다. 이는 많은 문항을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야 하므로 지문 없는 문항 위주로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문을
통해 고급 사고력을 측정하는 수능과 달리 개념․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측정하는
문항이 중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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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난이도 분포
4개 검사지의 정답률 구간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표 Ⅱ-16>과 같다.

<표 Ⅱ-16> SAT 미국사 및 세계사 과목의 정답률 구간 분포
검사지

구간 정답률
평균

미국사
3WAC2

47.21

미국사
K-3RAC2

52.93

세계사
4BAC

56.17

세계사
K-3WAC

48.02

계

51.08

10%
미만

10〜
19%

20〜
29%

30〜
39%

40〜
49%

50〜
59%

60〜
69%

70〜
79%

80〜
89%

90%
이상

계

0

7

15

20

10

9

12

8

7

2

90문항

0

8

17

22

11

10

13

9

8

2

100%

0

1

5

17

17

19

16

9

3

3

90문항

0

1

6

19

19

21

18

10

3

3

100%

0

2

6

11

15

19

18

13

9

2

95문항

0

2

6

12

16

20

19

14

9

2

100%

0

3

12

18

22

13

16

9

2

0

95문항

0

3

13

19

23

14

17

9

2

0

100%

0

13

38

66

64

60

62

39

21

7

370문항

0

4

10

18

17

16

17

11

6

2

100%

50%를 기준으로 아주 어려운 문항과 아주 쉬운 문항을 포함하여 정답률 구간이
고르게 분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 5지선다형에서 확률적 수치보다 낮은 20% 미만을
제외하고 정답률 60%를 기준으로 정규 분포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능의 난
이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SAT 문항에서는 20% 미만의 난이도 문항이 적지
않게 발생하였고, 대부분의 학생이 해결했다고 볼 수 있는 90% 이상의 문항도 소수
이지만 있었다. 대부분의 문항은 정답률 20%에서 80%사이에서 분포하였고, 특히
30%에서 70%의 정답률 문항이 대다수였다. 이는 문항수가 많고 문항 동등화 과정
을 수반하여 점수를 조정하는 SAT의 특성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난이도는
문항의 난이도와 응시자의 실력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지만, 평균값과 구간
분포상으로 볼 때는 수능에 비해 다소 어려운 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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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결과만으로 SAT 문항이 수능보다 어렵다고 볼 수 없다. 문항당 풀이 시간이
짧아 풀이 과정이 단순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 문항 사례
미국대학위원회(CollegeBoard)는 평가 요소를 4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D. A.
Midgley & P. Lefton, 2007). 즉, ① 사실, 용어, 개념, 일반화를 기억(recall)하기, ②
정보를 분석, 해석하기 ③ 주어진 데이터에 아이디어를 연관짓기, ④ 특정 목적의
데이터를 평가하기 등 4가지 범주이다. 이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각각
1개씩 사례로 제시한다.

<사례 1> 사실, 용어, 개념, 일반화를 기억(recall)하는 문항
소시지용으로 어떤 고기가 사용하는가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허옇게 곰팡이가
슨 오래된 소시지가 불합격품으로 유럽에서 모두 반송되어 왔는데, 그것에다 붕사나 글리
셀린을 투약해서 다른 소시지와 함께 국내 시장으로 내보냈다. 고기가 마룻바닥에 굴러
떨어져 먼지나 톱밥이 묻기도 했다. 바닥은 일꾼들이 밟고 다니고 침을 뱉고 해서 병균이
우글거렸다. 어떤 방에는 고기를 산더미 같이 쌓아 놓았다. 말이 창고지, 지붕이 새어 빗
물이 떨어지고 쥐들이 들락날락거리는 방이었다.
위 글을 발췌한 출전은 무엇인가?
(A)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B) 시어도르 드라이저의 ‘아메리카의 비극’
(C) 제인 애덤스의 ‘헐 하우스에서의 20년’
(D) 링컨 스테펀즈의 ‘도시의 수치’
(E) 엄턴 싱클레어의 ‘정글’

위 사례는 문학 작품의 일부를 읽고 출전을 찾는 문항이다. 이처럼 SAT 문항이
답지를 개념 지식으로 구성하고 인명, 사건, 출전 명칭 등을 묻는 문항이 많았다. 단
지 출전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개념 중심의 낮은 사고력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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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순 암기형이라기보다는 역사에서 의미있는 사실에 대한 이해력과 사고력
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볼 수 있다.
이 문항과 같이 다루는 주제는 역사상 중요 내용이며 소재는 다양하였다. 이는 사
회사를 중시하는 현대 미국 역사학의 흐름이 있기 때문이다. 문학, 예술 작품을 다
룬 경우 작품 읽기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깊이 있게 교육하는 미국 역사교육의 실상
을 엿볼 수 있다.

<사례 2> 정보를 분석(analyze), 해석(interpret)하는 문항
주요 가구 소비 지출(1900년, 1928년)
1900년
자전거 2대
탈수기와 빨래판
청소용 솔
기계식 재봉틀
계

$
$
$
$
$

70
5
5
25
105

1928년
자동차
라디오
축음기
세탁기
진공 청소기
전기식 재봉틀
기타 전기 기구
전화
계

$ 700
$ 75
$ 50
$ 150
$ 50
$ 60
$ 25
$ 35
$1,145

위 차트는 1900년과 1928년의 미국 중산층의 주요 가구 소비 지출을 나타낸 것이다. 차
트에 의한 적절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A) 1900년에 비해 1928년에는 가사를 도와줄 사람이 줄어서 기계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
게 되었다.
(B) 1928년에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대부분 생필품의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C) 1900년부터 1930년 사이에 많은 가구가 취업을 위해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였다.
(D) 1900년에 비해 1928년에는 각 가정이 더 많은 소비재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E) 소비 지출의 증가는 1929년 주식 시장 붕괴의 주요 원인이었다.

위 사례는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을 측정하였다. 이는 사회과학적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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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 것이기도 하다. 미국 경제 대공황의 배경을 묻고 있어 내용적으로도 의미있
는 역사적 국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SAT 문항의 지문은 통계 등을 다양하게 활
용하고 있고, 정치사가 아닌 사회경제사적인 소재도 다수 활용되고 있다.

<사례 3> 주어진 데이터에 아이디어를 연관짓도록 하는 문항
비위생적인 주거, 유독성 하수, 오염된 물, 영아 사망률, 전염병의 확산, 불량 식품, 불결
한 우유, 연기 자욱한 공기,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공장과 불건전한 군중, 매춘, 만취
등은 현대 도시가 직면하고 극복해야 할 적들이다. 따라서 도시 유권자들은 적어도 아이
들을 돌보고, 주거를 청결히 하고, 식량을 마련하고, 도덕적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려
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권자의 적정성 여부를 병역 수행 능력
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도시 가정의 실패는 가정 주부였던 여성들을
전혀 고려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성들은 세세한 가정사에 무관심했던 것
처럼 도시 가정의 유지에도 무관심했다.

제인 애덤스, 1906년

인용문의 핵심 주장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A) 남성들은 다른 일을 줄이고 가사 활동에 좀 더 참여해야 한다.
(B) 여성들이 가사에서 입증된 능력을 공적 영역에 활동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C) 사회 문제에 대한 군사적인 해결은 도덕적인 문제를 무시하므로 효과가 없다.
(D) 도시 문제의 해결은 빈곤한 아동을 부양하는 것에 달려 있다.
(E) 현대 도시는 여성의 공적 문제에 참여로 파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위 사례는 여성 참정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주제와 지문은 미국 역사에서 중
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지문의 핵심 내용을 찾는 것이어서 사실적 판단보다는 언어
적 판단을 요구하였다. 사실 이해보다는 핵심 주장을 찾는 것인데, 답지는 역사적
사실보다는 일반적인 논지로 구성되어 있는 점은 수능의 역사 문항에서는 잘 사용
하지 않는 접근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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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특정 목적을 위해 데이터를 평가하는 문항
“19세기 후반에 미국 연방정부는 자유 방임 경제 정책을 따랐다.”
어느 역사가가 위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증거로 옳지 않은 것은?
(A) 유럽과의 경쟁에서 제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법
(B) 대륙 횡단 철도 회사에 대한 토지 교부법
(C) 1890년대 경기 침체 시기 정부의 실업자 대책
(D) 1878년 브랜드 앨리슨 법과 1890년 셔먼 은구매법
(E) 1887년 각 州간 商法

위 사례는 역사에 관한 어떤 명제에 대해 반박하는 근거를 찾는 문항이다. 답지는
법률 또는 정책 내용을 제시하여 실제적이다. 이 때문에 답지의 내용을 선행 지식으
로 알아야 풀이가 가능하였다. 제한된 조건과 목적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
는 과정은 역사가의 연구 방법을 축소한 것이어서 탐구 수행 및 수행을 다루는 문
항으로 참고할 만하다.

마) 문항 분석 예시
SAT와 수능은 고등학생들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적성과 학업 능력을 측정
하는 시험이란 점에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검사지의 구성, 개발 과
정 및 시행, 문항수와 풀이 시간 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있는 평가 문항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분석틀이 필요하다. 먼
저, 분석의 단위는 검사 수준 분석과 문항 수준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검사 수준
분석은 하나의 검사지를 단위로 분석하는 것이지만 SAT와 수능의 검사지는 차이가
많으므로 검사지 수준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므로 문항 단위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항 분석은 내용영역과 행동영역을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시험이
개발의 목적, 형태, 절차를 달리하므로 타당도와 신뢰도 등을 평가하여 좋은 문항을
도출하기는 힘들다. 더욱이 일부 샘플 문항의 난이도와 정답 해설 외에 문항 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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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내용영역 측면에서 미국사 및 세계사 문항은 미국 역사학의 전개 및 교육적 필요
성에서 문항 분석에 접근할 수 있다. 즉, 미국사회가 갖는 사회 통합의 필요성, 정
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소재 활용, 세계사적 흐름에 대한 이해 등의 견지에
서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한국의 역사교육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적으로 분석의 의의는 매우 미약할 수밖에 없다.

<표 Ⅱ-17> SAT 미국사 및 세계사 문항 분석의 준거
구분

준거

내 용

⑴ 문항의 유용성

∙지문을 갖춘 문항인가?
∙수능 문항 개발의 관점에서 유용한 문항인가?

⑵ 문항 주제

∙문항이 다루는 주제는 무엇인가?
∙다루는 시기와 분야는 무엇인가?
∙지문에 활용한 자료는 어떤 것인가?

⑶ 내용의 교육성

∙내용이 교육적으로 의도하는 바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의도가 있는가?

⑷ 평가목표 부합성

∙행동영역에 비추어 측정하고자 하는 사고력은 무엇인가?
∙문항에 적용된 사회과학적 개념, 방법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내용

∙출제의도에 적합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가?
⑸ 자료 제시의 적절성 ∙자료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출처가 필요한 인용 자료의 경우, 출처가 정확히 제시되었는가?
형식
⑹ 자료의 탐구성

∙자료를 읽고, 그 의미나 문제 상황을 파악해야 정답 유추가 가능한가?
∙자료에 탐구 요소가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가?

⑺ 문항의 참신성

∙수능에 참조할 만한 참신한 점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행동영역 측면에서 수능 사회탐구 영역에서 적용하는 6개 행동영역을 준거로 삼
을 수 있다. 행동영역별 분석은 수능의 행동영역 구분이 11개 사회탐구 영역에 대한
일반론적 구분을 담고 있다는 연구가 있다. 이 때문에 역사 영역에 적합한 별도의
행동영역 구분을 적용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최상훈, 2007). SAT 역사 영역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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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 세계사에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과목의 특성을 고려한
목표 설정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결국 형태상 수능형에 가까운 지문을 포함한 SAT 문항을 질적으로 분석하고 좋
은 문항 사례를 찾아서 시사점을 모색하는 방식이 유용할 수 있다. 수능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문항 사례를 도출하기 위해서 분석 대상 문항은 수능형과 유사한 지문
있는 문항으로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지문 있는 문항은 모두 64개이다. 무엇에 주
안점을 두고 분석할 것인지와 여러 분석자의 분석 편차를 줄이기 위해 <표 Ⅱ-17>
과 같은 분석틀을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SAT 역사 문항을 분석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소시지용으로 어떤 고기가 사용하는가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허옇게 곰팡이가
슨 오래된 소시지가 불합격품으로 유럽에서 모두 반송되어 왔는데, 그것에다 붕사나 글리
셀린을 투약해서 다른 소시지와 함께 국내 시장으로 내보냈다. 고기가 마룻바닥에 굴러
떨어져 먼지나 톱밥이 묻기도 했다. 바닥은 일꾼들이 밟고 다니고 침을 뱉고 해서 병균이
우글거렸다. 어떤 방에는 고기를 산더미 같이 쌓아 놓았다. 말이 창고지, 지붕이 새어 빗
물이 떨어지고 쥐들이 들락날락거리는 방이었다.
위 글을 발췌한 출전은 무엇인가?
(A)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B) 시어도르 드라이저의 ‘아메리카의 비극’
(C) 제인 애덤스의 ‘헐 하우스에서의 20년’
(D) 링컨 스테펀즈의 ‘도시의 수치’
(E) 엄턴 싱클레어의 ‘정글’

과목

검사지

U.S.
3WAC2
History

문항
정답 정답률
번호
17

E

69

내용영역
시대

분야

SAT
요구 능력

수능
행동영역

1899년부터
미국사의 의미 있는 문제 파악 및
사회사
현재까지
국면 이해
인식

▷ 문항 분석
◊ 내용 측면
제시문 최악의 노동 조건에서 최악의 상품을 만드는 시카고 일대의 도살장, 통조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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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 공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 문항은 20세기 초 미국의 식품업계를 신랄하게 고
발하는 소설 ‘정글’을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이 소설은 FDA(식품의약품안전청)이 창
설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주어진 소설의 내용을 파악한 후에 소설의 저자와 제목을 고르
는 문제이다. 각각의 소설을 읽지 않은 학생에게는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다. 하지만
난이도 측면에서 평이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 학생에게는 친숙한 소설이었기 때문이
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수능에서는 역사 문항에서 고전의 내용을 번역해서 지문에 나타내
고 책의 제목을 고르게 한다면 적절하게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 형식 측면
엄턴 싱클레어가 쓴 소설 ‘정글’의 일부를 지문으로 제시하였다. 구성상 수능형이며 자
료 분석형으로 수능문항 개발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자료를 명확
하게 제시하였으며 출처는 제시하지 않았다. 자료 없이 풀이가 불가능하므로 탐구 요소가
충분하였다. 소설을 이용한 문제는 수능에서 가끔 출제되고 있는데, 이 문항과 같이 당시
시대상을 유추할 수 있는 소설의 일부분을 지문으로 출제하는 방식은 수능에서 참고할 만
하다.

문항의 내용적 측면을 수능형 문항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명, 사건이나 법안 명칭을 묻는 문항이 많고 짧고 단순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 점에서 수능과 비교한다면 선지식을 요구하는 문항이 많고 개념 중심의 낮은 사
고력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풀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한 형태로 구성한 것
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단순 암기형이 아니라 이해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볼 수 있다.
행동영역 목표는 SAT에서는 포괄적으로 자료 분석에 분류되지만 수능에서는 자
료 분석 및 평가만이 아니라 문제 파악 및 인식이나 결론 도출 및 평가에 해당하는
문항이 있었다. 미국사와 세계사가 요구하는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미국사 과목
은 전문적인데 비해서 세계사 과목은 개괄적이다. 이는 학교 교육의 목표와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항이 다루는 주제는 역사의 중요 내용을 묻고 있지만, 가령 문학 작품을 다룬
문항(3WAC2, 17번), 역사가가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3WAC2, 64번)를 묻는
문항이 있었다. 작품을 읽는 것을 전제로 하거나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는 논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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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측정하는 문항에서 깊이 있게 교육하는 미국 역사교육의 실상을 볼 수 있었
다. 세계사에서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아프리카사를 일정 정도 출제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였다. 또한 우리의 경우 역사 주제로 보기 힘든 주제를 다룬 문항이
있었다. 영상이 청소년에게 끼치는 폐단(K-3RAC2, 6번), 미국 가족 관찰의 사회과학
개념(K-3RAC2, 55번), 컴퓨터의 정보 감시 기능(3WAC2, 89번) 등이었다. 이로써 역
사 영역이 여러 사회과학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 역사교육이 폭넓게 접근
하여 범위가 넓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항의 형식적 측면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두의 형태상 부정형보다 긍
정형이 많다는 점이 시사적이다. 이는 부정형이 적지 않은 수능에서 참고할 만한 사
실이다. 전반적으로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과 정보를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항으로
나누어 볼 때, 후자의 측정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우리의 학력고사 형태와 유
사한 문항이 많은 것이다.
지문의 소재가 다양하고 참신하다는 점도 특징이었다. 텍스트, 사진, 그림, 만화,
지도, 통계, 그래프 등은 미국 역사교육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다양한 면모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의 경우 시각적인 자료나 통계 자료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있는 자료도
정확성과 탐구성, 해석의 차이 등의 문제로 과감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
다. 하지만 자료 하나만 제시함으로써 수능이 정답 시비를 고려하여 여러 가지 복잡
한 장치를 하는 것에 비해서 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자료의 탐구성은 수능이 요구하는 만큼 복잡하지 않았다. 자료의 출처는 저작권
때문인지 대부분 제시하고 있다. 답지는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진술이라도 답지로 활용하였다. 이처럼 많은 문항들이 수능이 요구하는 기준에 비해
느슨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수능에 참조할 만한 사항은 지문 활용, 개념 원
리의 이해를 확대하는 정도에서 수용할 수 있다. 그 이상의 것은 수능 문항의 형태
나 수준을 일정 정도 변화하는 선상에서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수능 사회탐구 영역에 주는 시사점 및 한계

SAT 역사 영역의 구성과 특징 분석 및 문항 분석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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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탐구 영역에 주는 시사점과 한계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과 미국의 역사교육의 실제와 내용이 차이가 있음을 전제해야 한다. 대
학입학과 관련된 평가의 대상은 고등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점에서 SAT 역사 영역과 수능 사회 탐구 영역이 평가하는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의 역사교육 내용을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교육
이 분권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국가 수준의 역사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해 제안
하고 있는 <역사표준서>(1996)가 있고 주 정부가 제시하는 교육과정이 있다. 하지만,
학교의 교과서는 표준서를 근거로 하지 않으며 수와 종류가 대단히 많다. 대체로 미
국사와 세계사 교과서는 통사적으로 구성하면서 일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AP과정이 개설되어 있어 가르치는 수준도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특징
은 국가 교육과정과 국․검정 교과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국의 역사교육 환경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을 지적받는 한국과 달리 미국의 역사교육은
SAT를 위한 학습보다는 토론․과제 중심이며 교과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내용
을 모두 학교에서 수업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수능이 대학입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하지만 SAT는 여러 가지
입학 사정 자료 중에서 하나에 불과하며 이와 경쟁하는 다른 민간 기관의 시험도
있어 대학이 요구하는 시험 성적을 학생이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또한 1년 1회
응시하는 수능과 달리 복수 응시의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 이 때문에 만점을 목표로
최상의 점수를 기대하는 수능의 민감도와 동일할 수 없다.
이러한 차이를 전제로 SAT 역사 문항이 수능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AT 역사 문항은 수능에 비해 매우 간명하였다. 문두, 지문, 답지 등 문항
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서 간단하고 명확하였다. 문항 개발 형태가 간명하므로 출
제가 용이할 뿐 아니라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므로 오랜 개발 과정에서 문항을 안
정화하고 또한 실제 적용하면서 다듬어질 수 있다. 이 점에서 단기간의 합숙 출제로
인해 문항의 완성도와 정답 시비 등 위험 요소가 상존하는 수능 체제에 시사해 주
는 바가 있다. 즉, 문항 형태를 복잡하지 않게 개발하는 점은 현재 수능 체제로서도
가능하며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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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SAT 역사 문항이 측정하는 사고력은 개념 지식을 주로 묻고 있다. 이 때문
에 내용 요소가 광범위하지만 수능과 같은 선다형 문항 풀이에 익숙한 우리 학생들
이 쉽게 풀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능도 행동영역에서 개념․원리의 이해가 추가되
면서 개념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이 가능해졌지만, 보다 중요한 내용에 대해 정답시
비 없이 출제를 용이하게 하려면 개념 원리를 주로 측정하는 SAT 문항의 출제 경
향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광범위한 내용 요소를 취급하고 제시되는 자료의 형태도 다채롭다. 이는 언
론, 사진 등 미디어가 일찍부터 발전하였고 직접적인 비평 문화가 발전한 미국 사회
의 면모를 반영한 것이다. 수능에 출제되는 우리 역사교육의 내용도 정치사 중심에
서 사회, 경제, 문화 등 제 방면을 다루고 있지만 문헌 자료 중심으로 출제되는 경
향이 있다. 역사 영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원사료 중심의 문항 개발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자료와 실생활 중심의 지문이 포
함된 문항도 같이 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도 사진, 만화, 그림, 지도, 통계 등 새로
운 자료를 발굴하여 기출 문항의 누적에 따른 소재와 접근 방식을 참신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적으로 출제의 근거가 되는 교육과정이 개정되었고 역
사 교과서도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이 대강화되고 다수의 교
과서가 출현하게 되면 공통적인 내용 요소가 매우 제한될 것이 예상되고, 국내외적
으로 역사 문제가 쟁점화 되는 등 출제를 어렵게 할 요인이 내재하고 있다. 그러므
로 어떤 내용 요소를 다룰 것인지에 대해 일종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 점 역시 다양
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기반 하는 SAT에서 시사 받을 점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행
동영역 목표 설정을 영역별로 통일하기 보다는 과목 특성을 반영하여 재구성할 필
요도 있다.
이와 같이 시사점을 정리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하나의 검사지 문항을 구성할 때, 문항 형태, 풀이 시간, 점수 체계 등이 다
르므로 이에 대해서는 수능의 출제 체제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시사점이 많지 않았
다. 특히 지문을 필수로 요구하는 수능과 달리 지문 없는 문항이 많아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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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SAT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문항 정보가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많은 문
항을 구하지 못했고, 답지 반응 분포, 변별도 등을 고려한 분석까지 수행할 수 없었다.
셋째, 평가는 응시자의 수준과 범위를 고려해야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역사교육
배경에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한 분석까지 수행할 수 없었다. 이는 미국 역사교육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기 보다는, 그것까지 고려한 분석의 유효성이 낮기 때문이었다.

4. 과학탐구 영역
가. SAT 과학탐구 영역의 구성 및 문항 분석
1) 시험 구성 및 특징

SAT Subject Tests의 과학 영역은 생물(Biology E/M), 화학(Chemistry), 물리
(Physics)로 구성되어 있다. 생물, 화학, 물리 검사는 학생이 대학에 진학한 후에 각
교과를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치러지며 특
정 과목의 교과서나 학습 내용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각 과목은 60분 동안 치러지며 문항은 5지선다형으로 물리는 75문항, 화학은 85문
항, 생물학은 일반생물학 60문항에 Biology E는 생태학 20문항, Biology M은 분자생
물학 20문항이 추가 되어 선택 과목별로 각각 80문항으로 구성된다. 생물학의 경우
Biology E와 M으로 구분하고 이를 선택하도록 한 이유는 진화가 생태생물학 또는
분자생물학에서 유래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생태생물학이나 분자생물학을 강조하는
과정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항당 풀이 시간은 평균 45초 정도로 20문항을 30분 동안 풀게 하는 수능의 평
균 90초의 1/2 정도로 짧다. SAT의 경우 시험 결과는 척도점수로 200점부터 800점
까지 세분하여 부여된다. 시험도 1년에 6회 치러져 응시 기회가 한해 여러 번 주어
진다는 점도 수능과 차이점이다.
행동영역은 수능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과목에 관계없이 지식, 이해,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 및 평가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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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음에 비해, SAT의 물리는 기억, 단일 개념 문제, 다중 개념 문제, 실험 기능으
로, 생물은 지식, 이해, 적용으로, 화학은 지식, 지식의 적용, 지식의 종합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는 과목에 따라 측정하고자 하는 행동 요소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어서 이렇게 과목마다 다르게 구성된 이유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수능의 과학탐구 영역은 6개의 행동 요소로 구분함에 비해 SAT의
물리는 4개, 생물과 화학은 각각 3개로 구성되어 수능보다 단순함을 알 수 있다.
출제할 내용 요소에 대한 안내는 추천할 만한 준비 사항과 내용영역으로 제시할
뿐 구체적인 출제 범위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적
용하는 우리나라의 과학 교육과정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 주별, 학교별로 다양한 수
준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과목별 시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생물 시험의 구성
SAT의 ‘생물’(Biology E/M)의 내용영역과 문항 출제 비율은 <표 Ⅱ-18>, 기능 분
류는 <표 Ⅱ-19>와 같다.
<표 Ⅱ-18> SAT 생물의 내용영역과 문항 출제 비율
내용영역

E Test 출제 비율

M Test 출제 비율

∙세포와 분자 생물학 : 세포의 구조와 기능, 세포 분열,
광합성, 세포 호흡, 효소, 생합성, 생물의 화학

15

27

∙생태계 : 에너지 흐름, 물질 순환, 개체군, 군집, 생태계,
생물에너지, 보존 생물학, 생물의 다양성, 인간의 간섭에
의한 영향

23

13

∙유전 : 감수 분열, 멘델의 법칙, 유전 형태들, 분자 유전
학, 개체군 유전

15

20

∙유기적 생물 : 구조, 기능, 생물의 발생(식물과 동물), 동
물의 행동

25

25

∙진화와 다양성 : 생명의 기원, 진화의 증거, 유전 패턴,
자연 선택, 종분화, 분류와 생물의 다양성

2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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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9> SAT 생물의 기능 분류
기능(Biology E and Biology M 공통)

출제 비율(%)

기본 개념에 대한 지식
특수 사실의 기억 ; 지식을 직접적으로 기술하기, 용어의 이해

30

적용
개념 이해, 정보를 다른 동등한 형태로 재구성하기 ; 지식을 친근하지 않은 상황이나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 수학적인 관계성을 사용하여 문제 해결하기

35

이해
정성적, 정량적 자료로부터 추론하거나 연역하기, 정보를 통합하여 결론 도출하기 ;
기술되어 있지 않은 가정을 인식하기

35

Biology E를 선택한다고 하여 세포학, 유전, 분자 유전학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들 내용의 비율이 생태계 내용보다 적을 뿐이다.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에 관계없이 전체를 공부해야 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물Ⅰ과 생물Ⅱ 중에서 선택하여 시험
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대학에서 생물학 관련 전공 학과에 들어가서 정상
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 생물Ⅰ과 Ⅱ의 내용을 모두 이수
하고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능에서 생물Ⅰ과 Ⅱ
중 선택하여 시험을 보는 것보다 생물Ⅰ 내용은 공통 문항으로 출제하고 생물Ⅱ 중
에서 분자 생물학과 생태학 관련 내용 중 선호하는 내용의 비중을 조절하여 출제하
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한다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도 줄
일 수 있고, 선택 과목 수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나) 화학 시험의 구성
SAT ‘화학’의 내용영역과 문항 출제 비율은 <표 Ⅱ-20>, 기능 분류는 <표 Ⅱ-2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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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0> SAT 화학의 내용영역 및 문항 출제 비율
내용영역

출제 비율 (%)

∙원자와 분자의 구조 : 원자 구조, 분자 구조, 화학결합

25

∙물질의 상태 : 기체, 액체와 고체, 용액

16

∙반응의 종류 : 산과 염기, 산화와 환원, 앙금 생성

14

∙화학양론 : 몰개념, 화학반응식

14

∙화학평형과 반응속도 : 화학평형, 반응 속도

5

∙열화학

6

∙기술화학

12

∙실험

8

<표 Ⅱ-21> SAT 화학 기능 분류
기능(Skills) 분류

출제 비율(%)

지식 : ①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② 용어 이해

20

적용
① 원리를 친근하지 않은 상황이나 실제 상황에 적용
② 정성적인 결과나 정량적인 문제 풀이

45

종합
① 정성/정량적 자료로부터 추론하거나 연역하기
②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결론도출 혹은 문제 풀이하기

35

다) 물리 시험의 구성
SAT ‘물리’의 내용영역과 문항 출제 비율은 <표 Ⅱ-22>, 기능 분류는 <표 Ⅱ-23>
과 같다.

<표 Ⅱ-22> SAT 물리의 내용영역과 문항 출제 비율
내용영역

출제 비율(%)

∙역학 : 운동학, 동역학, 에너지와 운동량, 원운동 및 회전, 단순 조화 운동, 중력

36∼42

∙전기와 자기 : 전기장, 전기력, 전위, 축전 용량, 회로 요소와 직류 회로, 자기

18∼24

∙파동과 광학 : 일반적인 파동의 성질, 반사와 굴절, 광선 광학, 물리 광학

15∼24

∙열과 열역학 : 열적 성질, 열역학 법칙

6∼11

∙현대 물리 : 양자적 현상, 원자 물리, 핵물리와 입자 물리, 상대론

6∼11

∙기타 : 일반, 분석 기술, 최신 물리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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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3> SAT 물리의 기능 분류
기능(skill) 분류

출제 비율(%)

기억 : 일반적으로 개념이나 정보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

20∼33

단일 개념 문제 : 하나의 물리 관계를 기억하고 사용하는 것

40∼53

다중 개념 문제 : 2개 이상의 물리 관계를 기억하고 통합하는 것

20∼33

실험 기능 : 6개 주요 내용 주제 각각에서 몇 개 문항은 맥락적으로 실험 기능 다룸

실험 기능은 추론 능력과 문제 해결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이 선다형 검사는 자료 분석과 같이 제한된 방법에 의해서만 실험 기능을 측정할
수 있다.

2) 문항 분석

가) 문항 분석의 대상과 절차
미국대학위원회에서 발행한 ‘The Official Study Guide for All SAT Subject
Tests(2006)'에서 공개 문항을 구할 수 있어 이 책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문항을
분석하였다.
문항 분석은 물리와 생물의 경우 2차례, 화학의 경우 1차례에 걸친 전문가 협의회
를 통해 이루어졌다.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추출된 분석 의견 중 SAT 생물 검사
지에 대한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너무 난이도가 높은 문항과 낮은 문항이 주를 이루고 중간 난이도의 문항 수가
적다.
∙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수능 형태와 비슷하며 추론 능력을 측정하기 좋다.
∙ 수능 과학탐구 생물의 경우 인체에 치중해서 문항들이 출제되는데 비해 SAT의
경우 유전과 진화, 생태 등을 매우 깊은 수준까지 출제하고 있다.
∙ 선택지 중 '자료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
∙ 난이도 분포가 불균등하다.
∙ 주어진 자료의 활용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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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간 평가 내용의 중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 자료를 주지 않고 지문만으로도 자료 해석, 적용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을 시사
해 준다.
∙ 보기와 답지 배열에 일관성이 없다. 즉 길이 순, 논리 순 배열이 아니다. 이러
한 것은 문항의 난도를 높일 수는 있어도 문항 형식은 정돈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항 중에는 용어의 정의를 묻
는 것도 있다.

수능도 탐구 문항수를 늘려서 단일 개념형 문항 수를 많이 포함시키고, 일부 수능
형 문항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학교에서 배운 지식
의 측정과 교육과정 정상화가 가능하고, 수학 능력 측정(적성 시험)도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나) 문항 형식 분석
수능 과학탐구 영역은 문항 형식이 최선답형, 정답형, 합답형, 부정형, 완성형, 세
트형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SAT 과학 영역도 이와 비슷하며, 모두 5개의 답지 중
에서 최선의 답지를 고르는 선다형 문항이다. 단지 수능형 문항은 거의 대부분이 불
완전한 의문형으로 기술되는데, SAT 문항도 이와 같은 발문형인 경우가 있지만 경
우에 따라서는 불완전한 문장을 제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완전한 문장을 답지에서
고르게 하는 완성형 문항이 있다. 이러한 측면이 수능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합답
형은 보기 3～4개를 제시하고 이 중에서 옳은 것을 찾는 것이지만 수능 문항과 약
간의 차이가 있다. 세트형은 인용문 1개에 2～5문항, 차트 1개에 2～5문항을 출제하
는 형식이 있다.
수능은 과학적 탐구 기능을 중시하는 경향이 계속 이어져 표, 그림, 자료 등을 요
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능이 지속되면서 탈교과적인 탐구 기능만을 측정하는
문항의 수는 매우 제한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해가 갈수록 수능 문항들은 자료들이
제시되지만 탐구 기능을 측정하기보다는 자료와 관련된 교과 의존적인 개념, 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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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려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에 비해 SAT 문항은 자료를 제시하지 않
고 단순 지식, 용어, 이해를 측정하는 문항들이 대부분이다.

다) 문항 분석 사례
먼저, 생물 과목을 대상으로 개별 문항에 대한 분석의 예를 소개하겠다. 공통 문
항 및 Biology E와 Biology M에 해당하는 문항을 각각 한 문항씩, 모두 세 문항에
대한 분석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Biology E/M 검사에서 공통으로 출제되는 문항이다. 이 문항들은 답지
를 5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항들에서 옳은 답을 찾는 형식으로 되
어 있다. 따라서 제시된 5개의 답지 중에서 하나, 하나 이상 또는 전혀 선택되지 않
을 수도 있다.

문제 1-3.
(A) 데옥시리보오스

(B) 리보오스

(C) 우라실

(D) 시토신

(E) 티민

1. RNA에는 있지만 DNA에는 없는 염기
2. DNA에는 있지만 RNA에는 없는 당
3. DNA에 구아닌과 동일한 양으로 들어 있는 염기

이와 같은 문항은 암기된 지식 및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문항에 제시된
정보가 거의 없어 개념, 용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정답을 알 수 있
다. 대부분 완성형 문항이다. 문항과 정답을 짝지어서 나머지 문항의 답을 예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같은 답지가 여러 번 선택되거나 전혀 선택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다. 쉬운 문항과 어려운 문항의 배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항들을 많이
맞히는 것은 수험생들에게 유리하다. 수능에 비해 쉬운 문항들이지만 문항 수를 많
이 하여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고루 측정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시험에 대한 자신
감을 부여해 주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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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실험 결과를 표로 제시하고 관찰 결과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문항 유
형이다.

어떤 학생이 두 종류의 세포들의 무리를 조사하였다. 다음은 이들 세포의 관찰 결과이다.
특성

세포 Ⅰ

세포 Ⅱ

세포 벽

있음

있음

리보솜

있음

있음

핵

없음

있음

광합성 능력

있음

없음

세포 호흡

있음

있음

다음 결론 중 이 관찰을 지지하는 것은?
(A) 세포Ⅰ은 세포Ⅱ에 비해 더 복잡한 조직을 가진다.
(B) 세포Ⅰ은 원핵생물이다.
(C) 세포Ⅱ의 조상은 세포Ⅰ의 조상보다 화석 기록으로 보면 더 먼저 출현했다.
(D) 세포Ⅱ는 세포막을 가지지 않는다.
(E) 두 종류의 세포들 모두 식물에서 발생하였다.

수능의 결론 도출 및 평가와 같은 형식이다. SAT 과학 영역의 경우 이러한 문항
은 이해 능력 측정에 포함시킨다.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관계없이 SAT와 수능의 과
학탐구 문항의 형식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SAT 생물 문항의 경우 진화와 생태를 연계시켜 출제한 문항들이 가끔 보인다. 이
러한 내용 구성은 수능에서는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 문항이 단순하고 자료도 없
지만 이러한 방식의 복합 개념을 이해하고 개념을 적용하는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Biology E 문항 분석 예시
다음은 Biology E 시험에 출제되는 문항을 예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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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 섬은 본래 한 종의 핀치새만 살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이 섬들에는
많은 종류의 핀치새가 다양한 생태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가
장 타당한 것은?
Ⅰ. 생물량 증가

Ⅱ. 수렴 진화

Ⅲ. 적응 방사

(A) Ⅰ 만
(B) Ⅱ 만
(C) Ⅲ 만
(D) Ⅱ와 Ⅲ 만
(E) Ⅰ, Ⅱ와 Ⅲ

간단하게 지문이 주어지고, 3개의 보기 중 옳은 것을 선택하는 합답형 형식의 문
항이다. 수능 문항에 비해 단순하면서도 묻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수능에서도
이러한 형식의 문항 형태를 도입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볼 만하다.

❍ Biology M 문항 분석 예시
다음은 Biology M 시험에 출제되는 문항을 예시한 것이다.

아래 그래프는 어떤 효소가 pH 6, 다양한 온도에서 특정 기질과 반응한 것으로부터 얻
어진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자료에 근거할 때, 5℃에서 이 실험을 수행했다면 예상되는 실험 결과는?
(A) 타당한 예상을 할 수 없다.
(B) 20°C에서 실험하여 얻어진 생성물과 그 양이 같을 것이다.
(C) 적정 온도에서 실험하여 얻어진 생성물과 그 양이 같을 것이다.
(D) 60°C에서 실험하여 얻어진 생성물과 그 양이 같을 것이다.
(E) 생성되는 물질이 아주 적거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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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ogy E/M 문항들 중 일부는 실험 또는 자료를 언급한다. 수능에서 탐구형인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과 유사한 형태의 문항이다. SAT에서는 이해 영역에서 정성
적, 정량적 자료로부터 추론하거나 연역하기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따라서 수
능의 탐구형과 거의 차별이 없다. 단지 답지(A)를 보면 “타당한 예상을 할 수 없다”
는 예시가 들어 있는 점이 수능과 다르다. 즉 주어진 정보로는 답을 추론할 수 없다
는 것이다. 이러한 문항 형태도 수능에서 고려할 만하다.

라) 문항 세트 분석
여기서는 물리 과목을 대상으로 전체 한 문항 세트의 구성에 대한 분석을 기술하
겠다. SAT 물리 문항 분석은 고교 교사 경력 5년 이상으로 수능 출제에 참여한 경
험이 있는 물리 전공 교사 5명이 참여하였다. SAT 물리 문항을 우리나라 교육과정
과 비교하여 분석한 문항 분포는 <표 Ⅱ-24>와 같다.

<표 Ⅱ-24>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비교한 SAT 물리의 대단원별 문항 수
역학

전기와 자기

파동과 광학

열과 열역학 현대 물리

기타

계 (비율 %)

물리Ⅰ

19

8

10

0

1

0

38 (50.7)

물리Ⅱ

10

6

1

7

6

1

31 (41.3)

교육과정 외

0

0

3

0

1

2

6 (8.0)

계 (비율 %)

29 (38.7)

14 (18.7)

14 (18.7)

7 (9.3)

8 (10.7)

3 (4.0)

75 (100)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비교하였을 때, 물리Ⅰ에서 50.7%, 물리Ⅱ에서 41.3%가 출
제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우리나라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은 모두 6문항으로
8.0%에 해당하였다.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은 파동과 광학 단원의 경우, 거울과 렌
즈에 의해 맺히는 상과 같이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과거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
었던 내용이다. 제7차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내용의 축소되었고 이로 인해 교육과
정에서 제외된 문제, 상대론과 초전도체와 같이 현대 물리 영역에 대한 문제, 단위
변환과 같은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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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5> SAT 물리 문항의 대단원별 예상 정답률 및 실제 정답률
역학

전기와 자기

파동과 광학

열과 열역학

현대 물리

기타

계

예상 정답률

71.7

70.0

69.2

70.8

65.8

73.3

70.3

실제 정답률*

61.2

57.1

42.1

65.1

44.8

48.7

55.0

* 실제 정답률은 2003년 1월에 응시한 2410명의 샘플에 대한 공개된 결과임

예상 정답률이 실제 정답률에 비해 15% 정도 높았다. 전 영역에 걸쳐 우리나라
수능에 비해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상대론에 관한 문항의 정답률을 41.5%로 가장 낮게 예상하였으나, 실제 정답률이 가
장 낮은 문항은 14%의 정답률을 보인 충격량에 대한 문항이다. 이 문항의 예상 정
답률은 65.6%로 실제 정답률과 50%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표 Ⅱ-26> SAT 물리 문항의 예상 정답률 및 실제 정답률 분포
∼10% ∼20% ∼30%

∼40%

예상 정답률
(비율 %)
실제 정답률
(비율 %)
수능 목표 분포
(비율 %)

1
(1.3)

4
(5.3)

12
(16.0)

3 (15.0)

∼50%

∼60%

∼70%

∼80%

1
(1.3)

4
(5.3)

28
(37.3)

35
(46.7)

7
(9.3)

13
(17.3)

11
(14.7)

18
(24.0)

10
(13.3)

6
(8.0)

7 (35.0)

7 (35.0)

∼90% ∼100%

3 (15.0)

예상 정답률의 분포는 40～90%로 40% 미만의 문항은 한 문항도 없었다. 특히 60,
70%대 문항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반면 실제 정답률은 10～90%로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행동영역에 있어, 수능은 이해 및 적용에 해당하는 문항을 40% 이하로 출제하고
탐구 기능을 묻는 문항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SAT 문항은 전체 75문항 중
탐구 설계 기능을 묻고 있는 한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74문항이 이해 및 적용에
해당하는 문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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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능 과학탐구 영역에 주는 시사점 및 한계

SAT 과학 영역과 수능 과학탐구 영역을 비교하면 <표 Ⅱ-27>과 같다.

<표 Ⅱ-27> SAT 과학 영역과 수능 과학탐구 영역 비교
SAT 과학 영역

수능 과학탐구 영역

평가 목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지식, 개념 적용,
문제 해결 등을 목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지식, 개념 적용,
문제 해결 등을 목표

평가 영역

지식, 이해, 적용

이해, 적용,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 탐
구 설계 및 수행, 자료 분석 및 해석, 결
론 도출 및 평가

출제 범위

특정 교재, 학습 지도 방법 등에 기반을
두지 않고, 대학 준비 과정의 생물, 화
학, 물리 과정

고등학교 개설과목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과목

생물, 화학, 물리로 되어 3개 과목 중 선
택(생물의 경우, 60문항은 공통이고 나머
지 20문항은 생태 또는 분자 생물학을
선택할 수 있음)

문항 형식

5지선다형, 단순 지식 측정이 많으며 표,
그림 등 자료 제시하는 경우 적음

5지선다형, 각 문항에는 대부분 표, 그래
프 등의 자료 제시됨

시간

60분

30분

문항 수

75∼85문항

20문항

문항 당
풀이 시간

평균 45초

1분 30초

생물Ⅰ, Ⅱ, 화학Ⅰ, Ⅱ, 물리Ⅰ, Ⅱ, 지구
과학Ⅰ, Ⅱ로 되어 8개 과목 중 선택

SAT Subject test와 수능은 고등학생들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
는 시험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적성 시험
인 SAT Reasoning Test와 교과 학력 시험인 SAT Subject test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에서 수능과 차이가 있다. 수능의 경우에도 현재 언어 영역 시험은 범교과적인 내
용을 다루고 있어 적성 검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머지 영역의 시험은
미국의 SAT Subject test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SAT와 수능은 검사지의 구
성, 개발 과정 및 시행, 문항수와 풀이 시간 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으로 이
◀ 81 ▶

미국 SAT와 ACT 문항 분석

둘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미국대학위원회에서 제시하고 SAT 과학 영역의 특성과 공개된 일부 문항
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수능의 경우 과학 관련 과목이 8개로 세분되어 있고 이 중 최대 4개까지 선
택할 수 있고, 미국은 3개 과목 중 본인이 지망하는 대학이나 선호도를 고려하여 선
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아 수능에서 시험 과목을 통
합하여 출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SAT 생물을 예로 들자면 공통 문항이
60문항이며, 나머지 20문항은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생물 E와 M으로 구분된다.
생물 E는 생태와 진화의 비율이 높고, 생물 M은 유전, 세포학, 분자 생물학의 비율
이 높다. Biology E를 선택한다고 하여 세포학, 유전, 분자 유전학의 문제가 출제되
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들 내용의 비율이 생태계 내용보다 적을 뿐이다. 따라
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에 관계없이 전체를 공부해야 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것
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물Ⅰ과 생물Ⅱ 중에서 선택하
여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대학에서 생물학 관련 전공 학과에 들어가
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 생물Ⅰ과 Ⅱ의 내용을 모
두 이수하고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수능에서 생물 Ⅰ과 Ⅱ
중 선택하여 시험을 보는 것보다 생물Ⅰ 내용은 공통 문항으로 출제하고 생물Ⅱ 중
에서 분자 생물학과 생태학 관련 내용 중 선호하는 내용의 비중을 조절하여 출제하
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문항 수에 있어서 수능 과학탐구 영역은 각 과목 20문항을 30분 동안 푸는
데 비해 SAT 과학은 75∼85문항을 1시간 동안 푼다. SAT의 경우 대부분 쉬운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수능에 비해 문항 수가 많다. 문항 수가 많은 것은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고루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며, 쉬운 문항을 많이 포함시킨 것도
학생들에게 자신의 학업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쉬운 문항의 비율을 높이면서 각 과목 Ⅰ과 Ⅱ를 통합하여 출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항 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SAT 문항의 경우 수능과 유사하지만 합답형의 구성이 다르다. 즉 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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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지 않고 묻기 때문에 발문을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능에서의 합답
형은 답지의 구성을 보면 추측으로 답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문항들이 있지만 SAT
의 합답형 형식으로 출제하면 추측으로 답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이러한 문항 형식을 수능에 도입하는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SAT 과학 영역의 출제 내용 부분에서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SAT 생물
문항의 경우 진화와 생태를 연계시켜 출제한 문항들이 보인다. 이러한 내용 구성은
수능에서는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 문항이 단순하고 자료도 없지만 이러한 방식
의 복합 개념을 이해하고 개념을 적용하는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능의
화학 문항에서도 화학양론, 화학실험과 관련한 개념 이해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이
필요하다.
다섯째, 답지 구성에 있어 어떤 답지의 경우는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기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와 같이 제시된 것도 있다. 즉 주어진 정보로는 실험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항 형태도 수능에서 고려해 볼만하다.
여섯째, 수능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문항 유형의 문항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의 문항은 학생의 지적 능력을 좀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수능
에 도입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지식과 지식 사이의 관련
성, 인과관계를 물어봄으로써 지적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수능에서
는 개념의 일부분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항이 많으나, SAT의 특이 문항들은
정확하고 또 세밀하게 평가한다. 두 진술문 사이의 인과 관계를 묻는 형태의 문항은
특히 오개념을 확인하는데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ACT 과학탐구 영역의 구성 및 문항 분석
1) 시험 구성 및 특징

ACT ‘과학’ 검사지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40문항 1
세트로 되어 있으며 주로 지식을 측정하기보다는 과학 추론 검사지의 성격이 강하
다. ACT 과학 영역 시험 구성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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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지선다형 40문항으로 구성되며 시험 시간은 35분이다.
∙ 자연과학분야에서 요구되는 해석, 분석, 평가, 추론,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한다.
∙ 내용영역은 생물학, 화학, 물리, 지구/우주과학으로 이와 관련된 7개의 지문으
로 문제지가 구성되며, 각 내용영역에 관련된 지문이 2개를 넘지 않는다.
∙ 각 지문은 다음의 세 가지 형식으로 제시되며, 그 구성 비율은 <표 Ⅱ-18>과
같다.
- 자료 제시형 : 이 형식은 학생들에게 과학 저널이나 교재에 있는 것과 유사한
그래프, 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형식과 관련된 문항은 그래프 읽기, 산포도
해석, 표에 제시된 정보의 이해를 측정한다. 그래프, 표 자료는 간행된 자료로
부터 제시될 수도 있고, 과학 검사 문항을 위해 구성될 수도 있다.
- 연구 종합 : 학생들에게 관련된 실험에 대한 기술을 하나 이상 제시한다. 문항
은 실험 설계, 실험 결과의 해석에 초점을 둔다. 조건과 문항은 과학 검사지로
표현된다.
- 상충되는 견해 :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전제, 불완전한 자료, 서로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가설들 또는 관점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문항들
은 대안적인 견해 또는 가설의 이해, 분석, 비교에 초점을 둔다. 조건과 문항이
과학 검사지로 표현된다.

<표 Ⅱ-28> ACT 과학의 하위 영역별 문항 비율 및 문항 수
하위 영역

문항 비율

문항 수

자료 제시
연구 요약
상충되는 견해

0.38
0.45
0.17

15
17
7

∙ 행동영역은 이해, 분석, 일반화로 구성된다. 이해 문항은 제공된 정보와 관련된
개념의 이해를 묻고, 분석 문항은 제공된 정보와 유추된 결론 혹은 가설과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일반화 문항은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결론 도출, 혹은 예측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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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개 문항에 대한 총점만이 제공되며, 하위 영역 점수는 제공되지 않는다.

과학 시험 문항의 내용은 생물, 화학, 물리, 지구/우주 과학(예, 지질학, 천문학,
해양학)을 포함한다. 이 과목들에서 심화 지식은 필요하지 않고, 배경 지식은 여러
문제에 답할 수 있는 일반적, 초급 지식을 망라한다. 심화된 수학 지식은 필요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대수 계산이 필요하다. 시험의 읽기 부분은 사전적이며 명료하다.
따라서 읽기 이해 능력은 어렵게 제시되지 않는다. 실제로, 시험의 초점은 읽기 이
해에 두지 않고, 과학적 이론 이해와 자료의 해석에 둔다. 시험은 과학 탐구의 계획,
수행, 평가 능력(예를 들면 변인 통제, 적절한 자료 제시 방법, 대안적인 가설은 무
엇인지, 가능한 설명)을 측정한다. 즉 변인 통제하기, 적절한 자료 제시 방법 알기,
대안적인 가설 수립하기, 가능한 설명 구성하기 등을 측정하는 것이다. 과학 이론에
대해서도, 여러 이론들 중 가장 경험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론은 무엇인가, 어느
이론이 가장 내적 신뢰도가 높은가, 이론의 어떤 요소가 믿을 만 하고, 어떤 요소가
그렇지 않는가, 다른 이론의 요소는 없는가 등에 대한 대답 능력을 측정한다. 즉, 시
험은 과학 내용의 회상, 수학적인 능력, 읽기 능력을 넘어 과학적 사고 능력을 중요
시한다. <표 Ⅱ-29>에 과학에 대한 ACT의 대학 준비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학
생들이 여러 점수 범위에서 점수를 받은 것에서 알아야 할 것과 과학 사고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기준은 과학 시험에서 표집된 영역의 경우를 제시한다.

<표 Ⅱ-29> ACT 과학을 위한 대학 준비 기준
점수
범위

준비 기준

수행 내용

∙단순한 자료 제시(먹이 사슬 그림처럼 두 개 ∙표, 그래프, 그림의 기본 특징 파악하기
또는 세 개의 변인을 포함하는 표나 그래프)로
(제목, 측정의 단위, 축 이름)
13-15
부터 하나의 자료(수가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은 것)를 선택함
∙단순한 자료로부터 둘 또는 세 개의 자료 선택 ∙한 변인의 값이 다른 변인의 값을 어떻게
하기
변화시키는지 결정하기
∙간단한 자료 제시에서 변인 변화
16-19 ∙기본적 과학 용어의 이해
∙간단한 글귀에서 기본적인 정보 찾기
∙간단한 실험에서 사용된 방법과 도구 이
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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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9> ACT 과학을 위한 대학 준비 기준(계속)
점수
범위

준비 기준

수행 내용

∙복잡한 자료 제시에서 자료 선택하기(3개 이상
의 변인이 포함된 표나 그래프, 위상 그림)
∙간단한 자료 제시로부터 비교 또는 표를 결합
(표로부터 자료의 통합 또는 정렬)
20-23
∙정보를 표, 그래프, 그림으로 바꾸기
∙현대의 복잡한 실험에 사용된 방법과 도구 이
해하기

∙간단한 실험 설계 이해하기
∙실험에서 변인 확인하기
∙실험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 파악하기
∙하나의 자료 제시 또는 모델에 의해 지지
되는 간단한 가설, 예상 또는 결론 선택
하기
∙한 모델에서 주요 이슈 또는 가정 확인
하기

∙둘 이상의 간단한 자료로부터 비교 또는 결합
하기(또 다른 표에서 척도를 사용하여 한 표에
서 자료를 분류하기)
∙복잡한 자료를 비교 또는 통합하기
∙표 또는 그림에서 자료 요점을 해석하기
∙복잡한 자료 제시에서 한 변인이 변하면 다른
변인이 어떻게 변하는지 결정하기
24-27 ∙자료 사이의 간단한 수학적 관계를 확인하거나
사용하기
∙새롭고 간단한 정보가 제시되었을 때 주어진
정보 분석하기
∙복잡한 실험에서 방법과 도구 이해하기
∙복잡한 실험 설계 이해하기
∙어떤 실험에서 부가적인 시도 또는 측정의 결
과 예상하기

∙특정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험의 조건
결정하기
∙간단한 가설, 예상 또는 둘 이상의 자료
또는 모델 제시로부터 지지되는 결론 선
택하기
∙주어진 정보가 간단한 가설 또는 결론을
지지하는지 상반되는지 결정하기, 그 이유
파악하기
∙한두 가지 모델의 강점과 약점 알기
∙모델의 유사성과 차이점 알기
∙모델이 새로운 정보에 의해 지지되는지
약화되는지 결정하기
∙자료 제시 또는 모델이 가설, 예상 또는
결론에 지지되는지 상반되는지 선택하기

∙간단한 자료 제시에서 자료 비교 또는 조합,
복잡한 자료 제시에서 비교 또는 조합
∙자료 사이의 복잡한 수학적 관계(비선형적인)의
28-32 사용 또는 확인
∙표 또는 그래프에서 자료로부터 외삽
∙실험을 위한 가설 결정하기

∙가설 검증을 위한 대안적인 방법 확인하기
∙제시된 자료 또는 모델에 의해 지지되는
복잡한 가설, 예상 또는 결론을 선택하기
∙새로운 정보가 어떤 모델을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와 그 이유 결정하기
∙모델에 기초한 예상을 만들기 위한 새로
운 정보 사용하기

∙둘 이상의 복잡한 자료 제시로부터 자료 비교 ∙둘 이상의 자료 제시 또는 모델에 의해
또는 통합
지지되는 복잡한 가설, 예상 또는 결론 선
∙새롭고 복잡한 정보가 제시되었을 때 주어진
택하기
정보 분석하기
∙주어진 정보가 복잡한 가설 또는 결론을
지지하는지, 상충되는지를 결정하고 그 이
33-36 ∙자세하고 정확한 이슈 이해하기
∙실험의 설계 또는 방법을 변형하면 결과에 어
유 알기
떤 영향을 주는지 예상하기
∙실험 결과를 평가하거나 높이기 위해 수행되어
야 할 부가적인 시도 또는 실험을 알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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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0> ACT 과학의 대학 준비 기준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생명 과학/생물

물상 과학/화학, 물리

동물 행동
동물 발생과 성장
신체 체계
세포 구조와 기능
생태학
진화
유전
항상성
생활사
유전의 분자적 기초
생명의 기원
광합성
식물 발생, 생장, 구조
개체군
분류

원자 구조
화학 결합, 반응식
명명법
반응
전자 회로
원소, 화합물, 혼합물
힘과 운동
중력
열과 일
운동과 위치 에너지
자기력
모멘텀
주기율표
용액의 성질
소리와 빛
물질파의 상태, 분류, 성질

지구와 우주 과학
지진과 화산
지구의 대기
지구의 자원
화석과 지질 시간
지구화학적 순환
지하수
호수, 강, 대양
사태
판구조론
암석, 광물
태양계
별, 은하수, 우주
물의 순환
기후와 날씨
풍화와 침식

2) 문항 분석

본 연구에서는 ACT에서 제공하는 ‘2007/2008 PREPARING FOR THE ACT’에 수
록된 과학 문항 1세트에 대한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전공별로 본원 연구원 1명과 고교 교사 3명이
참여하였으며, 총 인원은 16명이었다. 참여 교사는 수능 출제 경험이 풍부한 교사로
선정하였다.
각 영역별 문항 수 및 교육과정 수준은 <표 Ⅱ-31>과 같다.
<표 Ⅱ-31> ACT 과학의 각 영역별 문항 수 및 교육과정 수준
단락 수

문항 수

교육과정수준
과학Ⅰ

과학Ⅱ

물리

2

12

6

6

화학

2

10

0

10

생물

2

13

0

13

지구과학

1

5

4

1

계

7

4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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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로 살펴보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영역에 걸쳐 고르게 출제되었다.
각 문항의 내용이 과학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하지 않으며 여러 영역에 걸
쳐 있기 때문에 영역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나라 수능과 비교하여
문항을 강제적으로 영역별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관련 개념은 과학Ⅱ에 해당하는 문항이 75%인 30문항인 반면, 과학Ⅰ에 해당하
는 문항은 25%인 10문항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과학 개념에 대한 이해
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의 수준이 우리나라의 과학Ⅰ 수준보다 높다고 평가
할 수는 없다.
각 영역의 연구원 및 교사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을 때 나타
나리라고 예상한 각 영역별 예상 정답률 분포 및 평균 예상 정답률은 <표 Ⅱ-32>와
같다. 전체 평균 예상 정답률은 72.9%였으며 영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우
리나라 수능의 과학탐구 영역의 정답률이 대체로 60% 전후인 것을 고려할 때, 수능
의 문항보다 대체로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표 Ⅱ-32> ACT 과학의 각 영역별 예상 정답률 분포 및 평균 예상 정답률
예상 정답률 분포
60∼70%

70∼80%

80∼90%

평균
예상 정답률

물리

2

8

2

73.8

화학

1

7

2

75.3

4

7

1

68.5

3

2

77.8

25

7

72.9

50∼60%

생물

1

지구과학
계

1

7

ACT에서 3,540,499명의 샘플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제 평가에서 과학의 평균 점수
(Scale Score)는 20.9점이었으며, 21점의 점수는 과학 40문항 중 23∼24개의 문항을
맞추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이들의 평균 정답률은 60% 정도이다. 이를 고려할 때
예상되는 우리나라 학생의 정답률이 실제 미국 학생들의 정답률보다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예상 정답률은 60∼90%에 분포하며 50% 미만의 문항은 한 문항도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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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능 문항의 경우 20∼100%에 걸쳐 고르게 출제하려고 하는 반면, ACT 과학은
우리나라의 학업성취도 검사와 같이 문항별 난이도를 큰 차이 없이 출제하는 것으
로 보인다.
ACT 과학의 문항을 수능의 행동영역에 의해 분류한 결과는 <표 Ⅱ-33>과 같다.
수능의 경우 이해와 적용을 합하여 40% 이하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출제 비율이 30∼40%정도를 차지한다. 반면, ACT 문항의 경우 그 비율이 10% 미만
이다. 즉, 수능의 경우도 탐구 기능에 대한 평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나, ACT 문
항의 경우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과학 개념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수
능에 비해 더 탐구 기능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33> ACT 과학 문항의 행동영역별 분포
행동영역

이해

적용

문제인식
및
가설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
및
평가

계

문항 수
(비율 %)

1
(2.5)

2
(5.0)

2
(5.0)

24
(60.0)

5
(12.5)

6
(15.0)

40
(100)

3) 수능 과학탐구 영역에 주는 시사점 및 한계

분석 결과,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SAT 과학의 문항이 개별 개념 이해를 측
정하는 학력 평가형 문항이 많았고, 자료나 실험 과정 및 결과 등을 제시하여 세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학에 진학한 후의 수학능력을 측정하려는 시험 성격에
더 가깝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수능 과학탐구 영역은 학습 내용에 대한 지식적인 기반을 요구하는 SAT와
사고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ACT의 절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수능에서의 과학탐구 영역 평가의 성격을 좀 더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ACT 과학의 경우, 과학 내용의 매우 한정된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고 이에
대해 세트 문항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의 편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 정도를 묻지 못하고 자료 해석 혹은 결론 도출 형태의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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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출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쉬운 내용이지만 사고력 위주의 문항에 대한 해결 능
력을 측정하고 있다. ACT의 문항 유형이 우리나라 수능과 비슷하기 때문에 ACT
형태로 출제가 가능하지만, 대학의 학생 선발에 수능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현재 상
황에서는 자료 해석과 결론 도출 등에 편중된 ACT 문항 유형을 수능에 적용하는
데 현실적으로 제한점이 많다.

5. 제2외국어 영역
가. SAT 외국어 영역의 구성 및 문항 분석
SAT Subject Test 외국어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9개 언어 중 수능의 제2외국어/
한문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외국어로는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및 스페인
어를 들 수 있다. 이중 1회분 시험이라도 실제 문제 전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어, 프랑스어 그리고 스페인어뿐이었다. 이들 시험지를 대상으로 문항의 외적
유형이나 평가 요소의 범주를 살펴본 결과 언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기본
적으로 동일한 형식을 지닌 유사 시험이라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1년 6월에 치러진 SAT 독일어 문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분석 결과에
대한 과도한 일반화를 피하기 위해 SAT 독일어 문항의 특성 및 경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프랑스어와 스페인어의 해당 언어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재검토하여 독일
어과만이 아닌 제2외국어과 전체의 시각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SAT 외
국어 듣기(Listening) 시험은 우리의 경우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이에 따라 SAT ‘독일어’(German)의 전체 문항 개관 및 문항 분석에 따른 독일어
문항의 전반적인 특징과 세부적인 특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시험 구성 및 특징

SAT 독일어의 출제 범위는 특정 교재나 수업방식과 연관되지 않으며 시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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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등학교 2년～4년간의 과정 또는 이와 상응하는 수준에서 출제된다. 시험 준비
에 필요한 구체적인 학습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수년에 걸친 독일어
능력(competence in German)의 배양과 SAT 안내서의 방향에 따라 학습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임을 언급하고 있다. SAT 독일어 시험의 종류를 살펴보면 ‘독일어 시험
(German Test)’과 ‘독일어 및 듣기 시험(German Test with Listening)’으로 구분된다.
독일어 시험은 문어 독일어(written German)의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으며 독
일어 및 듣기 시험은 문어 독일어와 구어 독일어(written and spoken German)의 이
해 능력을 측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독일어 시험은 80～85개의 선다형 문항으로
구성되며 소요시간은 총 1시간이다. 독일어 및 듣기 시험은 1시간에 걸쳐 모두 85∼
90개의 선다형 문항이 평가된다.
SAT 독일어 시험이 80～85개의 선다형 문항을 1시간 동안 풀이하므로 1개 문항
당 약 42초가 배정된다. 반면, 수능 독일어 시험은 30문항을 40분에 풀이하므로 1개
문항 당 약 80초의 시간이 배정되어 SAT에 비해 2배 정도 문항당 배정시간이 길다.
SAT 독일어 시험 문제지는 PART A, PART B, PART C의 3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데 이중 PART A의 문항 형태는 ‘문장 완성형(Sentence Completion)’이고, PART B는
‘문단 완성형(Paragraph Completion)’, PART C는 ‘독해(Reading Comprehension)’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PART의 특징과 관련 내용은 <표 Ⅱ-34>와 같다.

<표 Ⅱ-34> SAT 독일어 시험(German Test)의 구성
문항
유형별

문장 완성형 문단 완성형
(Sentence
(Paragraph
Completion) Completion)

읽기 이해
(Reading Comprehension)

평가
요소

맥락과 관련하여 나타나
는 단어들과 관용적인 표
현들의 의미를 알고 있는
지 그리고 구조적으로 정
확하고 적절한 용법인지
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어
휘와 문법을 평가한다.

여러 다양한 형태의 자료 예컨대 광고문, 시간표, 거리 표지판,
서식 그리고 도표 등 많은 자료의 내용 이해 정도를 평가한다.
아울러 다양한 문체와 난이도를 보여주는 글감을 이해하는 능
력을 조사한다. 글감은 문학, 신문, 잡지 등 다양한 출전을 통
해 발췌된 한 문단 또는 두 문단 길이의 글들이며 이글에 나
타나는 주제 또는 사실, 또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
는 지를 평가한다.

비율
(문항 수)

50%(43문항)

50%(4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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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독일어 시험의 특징은 대수능과 같은 ‘발음 및 철자 영역’ 등 5개 내용영역
의 구분 없이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이다. 단지 외형적인 문항 유형에 따라 3 종류로
구분되어 출제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SAT 독일어 문제의 경우 대수능과 달리
발음 및 철자 영역, 의사소통기능 영역 그리고 문화 영역 등 3개 영역은 다루지 않
고 있다.
문항 유형은 PART A, PART B의 경우 올바른 문법 형태나 문맥상 적절한 의미
를 지닌 어휘를 고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형태는 ‘빈칸 채우기’ 유형이다. 독
해 부분인 PART C의 경우에는 각 지문들에 담겨진 대의 및 세부적인 사항 등을 알
고자 하였으며 문항 형태는 ‘지문 내용 파악’ 유형으로 모두 2가지 유형만으로 단순
하게 구성되어 있다.
문제지에 기술된 답지는 모두 4개의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다. PART A, PART B,
PART C의 앞에서는 해당 PART에 제시된 문항들의 전체적인 특징을 말해주는 간
략한 소개문이 ‘Direction’이라는 제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발문은 모두 원어(독
일어)로 되어 있다.

2) 문항 분석

대화문이나 담화문 등은 문항 소재로 다루어지지 않는데 이는 ‘SAT 독일어 및 듣
기 시험(The Subject Test in German with Listening)’에서 평가하고 있다.
우선 분석 대상인 SAT 독일어 시험의 평가 요소, 정답률, 정답률 분포 등 개략적
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우리와 비교하기 어려운 정답률 관련 항목도 85개 문항의 상
대적인 난이도 및 그에 따른 문항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참고자료로서 제시하였
다(<표 Ⅱ-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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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5> SAT 독일어의 문항별 평가요소 및 정답률
Part

A

문항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B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정답률
문항
정답률
Part
평가 요소
(%)
번호
(%)
인칭대명사
94
44 신문목차 이해 - 사실자료
80
전치사+융합형
95
45
76
74
46 우표안내 관련 내용 이해
78
sein동사 명령형
종속접속사
92
47 - 사실자료
63
zu+부정사 용법
84
48
64
소유대명사+명사적 용법
29
49 비상전화 사용법 이해 -사실자료
85
현재완료+강변화동사
37
50
59
22
51
62
어휘+eigenartig
유명 작가 및 작품 관련 내용
21
52
78
bewerben～um 관용적표현
이해 - 사실적 자료
재귀대명사 용법
93
53
64
어휘-schon
83
54
49
sein, zu+Verb
10
55 레스토랑 광고문 이해 - 사실자료
86
부정관사
46
56
37
40
57
64
현재완료-수동태
‘올빼미’에 관한 내용 이해
어휘-Uhr
89
58
65
- 사실자료
형용사 강변화
50
59
75
어휘-bedeutet
88
60
71
단위명사 표현 방식
결혼식 선물 감사편지 이해
88
61
86
(ein Stueck Brot)
- 사실자료-상이한 글자체
64
62
73
zu+부정사 용법
입장권 이해 - 사실자료
전치사(zum)
67
63
72
동사어미변화
87
C
64
30
77
65 선원의 자서전적 기술 이해
63
어휘-상위개념
화법조동사 변화형
59
66 - 사실적 자료
51
인칭대명사
97
67
45
어휘-재귀동사
60
68 ‘여행 카달로그 광고문’ 이해
66
관계대명사
69
69 - 사실자료
69
병렬접속사
36
70
42
정관사 변화
35
71
52
야생동물 실태 보고문 이해
어휘-beinahe
42
72
38
- 사실자료
형용사 어미변화
39
73
61
명령형-강변화동사
72
74
39
어휘-bestellt
63
75 공연 입장권 관련 내용 이해
69
어휘-eroeffnet
76
76 고속도로 노선도 이해
32
어휘-stolz
67
77 - 사실자료
40
어휘-Idee
79
78
70
19
79
51
어휘-Begabung
48
80 ‘정신 안정과 관련한 의학 상식’
46
interessieren-관용적인 표현
일반적 주어-man
88
81 내용 이해 - 사실자료
47
어휘-als
70
82
60
관계대명사-복수형
34
83
64
어휘-zuerst
72
84
83
구인광고 - 사실자료
55
85
57
부정관사 변화형
화법조동사+동사원형
59
85문항 평균
61.5
평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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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문항의 경우 ‘독해’ 문항으로 구성된 PART C의 1개 지문을 구성하는 데 최
대 250개 내외의 어휘가 사용되었으며 이때 사용된 비기본 어휘수는 약 40개로 나
타냈다. 아울러 5개 하위 문항의 선택지에 24개의 비기본 어휘가 사용되어 1개 지문
(5개 하위문항)과 관련하여 모두 합해 314개의 어휘가 사용되었다. 반면에 가장 간
단한 문항 유형 형태라 볼 수 있는 PART A에서는 하위 18개 문항 모두 합하여 13
개의 비기본 어휘가 사용되었다. 수능의 경우 30개 문항 전체를 대상으로 대략 매년
300개 내외의 어휘가 사용되며 아울러 비기본 어휘의 경우 1～2개를 사용하고 있고
참고로 2008학년도 수능에서는 독해 지문의 경우 27번 문항이 30개 문항 중 35개
어휘로 제일 많은 어휘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당연히 기본어휘로 구성되어 있다. 요
컨대 SAT 독일어 문항과 어휘수를 수치상으로 비교한다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SAT 독일어 문항은 문항을 구성할 때 적어도 문서상으로는 어휘의 제
한이 없음을 알 수가 있다. 실제 문항 분석을 통해 보더라도 문항을 제작할 때 사용
어휘와 관련하여서는 매우 자유로움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본어휘 814개로 제한되
어 있는, 비록 주석을 첨부하여 모든 어휘를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적인 제약을
생각해본다면 사용어휘의 수, 사용어휘의 질적 특성, 난이도, 활용빈도의 측면에서
수능의 독일어 문항과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답률과 관련하여서는 SAT 문항의 출제 범위와 출제 근거 그리고 그에 따른 실
제문항의 수준이 본질적으로 상이하므로 SAT 문항과 수능의 독일어 문항을 동등한
차원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 분석 대상인 SAT 독일어 문항과 2007학년도와 2008학
년도 수능 독일어 과목의 난이도 분포를 <표 Ⅱ-36>에 나타냈다.
PART A와 PART B 의 총 43개 문항 중 우리 수능이 허용한 기본어휘와 출제 가
능 문법 요소로 구성된 22개 문항만을 대상으로 서울시내 외국어고의 독일어 전공
학생들과 독일 체류 경험이 있는 귀국 학생, 그리고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한
적이나마 SAT 문항의 난이도를 예측해본 결과 정답률은 대략 48%로 예상되었다. 이
들 22개 문항만의 미국 SAT 실제 정답률 평균은 70% 이었다. 이처럼 소수의 최상위
권 국내 고등학교 학생과 제한적인 일반고 학생들의 정답률에 의거해 유추해낸 SAT
문항 예상 정답률이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외국어 교육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인
한 본질적인 난이도 격차로 인해 서로를 비교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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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6> SAT 독일어와 수능 독일어Ⅰ의 난이도 구간별 분포도
난이도

19%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
이상

SAT 문항수
(백분율)

2
(2.4)

3
(3.5)

10
(11.8)

10
(11.8)

9
(10.6)

19
(22.4)

15
(17.6)

12
(14.1)

5
(5.9)

07 수능 문항수
1
(백분율)
(3.3)

3
(10.0)

8
(26.7)

3
(10.0)

8
(26.7)

3
(10.0)

4
(13.3)

0
(0.0)

30
47.4%
(100%)

08 수능 문항수
1
(백분율)
(3.3)

0
(0.0)

3
(10.0)

2
(6.7)

4
(13.3)

10
(33.3)

5
(16.7)

5
(16.7)

30
60.6%
(100%)

계

평균

85
61.5%
(100%)

PART C의 총 42개 문항은 지문을 이루는 어휘, 문법 요소 그리고 문장 유형의
복잡성 등으로 미루어 난이도의 측면에서 비교하는 데 무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Part C에 대해서는 독일문화원 인증시험인 Zertifikat Deutsch 중급이나 독일대학 입
학시험인 Test DaF 수준, 그리고 국내 대학 전공 독일어 중급 수준으로 수능에서
활용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 연구협의진의 의견이었다. 정답률 구간별 분포의 경우
는 수능과 SAT 문항이 비슷한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SAT 독일어 시험 전체 85 문항 중 문법 능력 평가와 관련된 25개 문항의 해당
평가 요소를 표로 정리하면 <표 Ⅱ-37>과 같다.
문법 평가요소 면에서는 SAT와 수능에서 다루고 있는 문법 요소 간에 별다른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zu 부정사 용법이나 부정사, 관계대명사 용법 등
은 수능에서는 다루지 않는 평가 요소이다.

<표 Ⅱ-37> SAT 독일어의 문법 능력 문항 평가 요소 및 정답률
문항
번호

평가 요소

정답률 문항
(%)
번호

평가 요소

정답률
(%)

1

인칭 대명사 : Sie

94

21

동사 인칭변화형 : kaufen

87

2

전치사+관사(융합형) : ins

95

23

화법조동사 인칭변화형 : musste

59

3

sein 동사 명령형 : sei

74

24

인칭대명사 : ich

97

4

종속접속사 : weil

92

26

관계대명사 : der

69

5

zu + 부정사 용법 : zu finden

84

27

병렬접속사 : sondern

36

6

소유대명사 명사적 용법 : meins

29

28

정관사 변화 : der

35

9

전치사 : um

21

30

형용사 어미변화 : anderen

39

10

재귀대명사 용법 : sich waschen

93

31

명령형 : gib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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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정답률 문항
(%)
번호

평가 요소

정답률
(%)

평가 요소

13

부정관사 변화 : ein

46

37

전치사 : fuer

48

14

현재완료 수동태 : sind......
eingeladen worden

40

38

일반적 주어 : man

88

16

형용사 어미 변화 : langer

50

40

관계대명사 : denen

34

18

단위명사의 표현 : ein Stueck Brot

88

42

부정관사 변화 : einen

55

19

zu+부정사 : zu machen

64

43

화법조동사 용법 : bewerben

59

20

전치사 : zum

67

평균 : 63.5% / 전체 평균 : 61.5%

SAT 독일어 시험 전체 85개 문항 중 어휘 능력 평가와 관련된 25개 문항의 해당
평가 요소를 표로 정리하면 <표 Ⅱ-38>과 같다.

<표 Ⅱ-38> SAT 독일어의 어휘 능력 문항 평가 요소 및 정답률
문항 번호

평가 요소

정답률(%)

문항 번호

평가 요소

정답률(%)

8

어휘-eigenartig

22

32

어휘-bestellt

63

11

어휘-schon

83

33

어휘-eroeffnet

76

15

어휘-Uhr

89

34

어휘-stolz

67

17

어휘-bedeutet

88

35

어휘-Idee

79

22

어휘-상위개념

77

36

어휘-Begabung

19

25

어휘-재귀동사

60

39

어휘-als

70

29

어휘-beinahe

42

41

어휘-zuerst

72

평균 : 64.8% / 전체 평균 : 61.5%

SAT 어휘 평가요소를 살펴보면 수능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비기본 어휘가 14개
문항에서 15개나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기본 어휘를 신중히 활용한다면
문항 제작에 탄력을 줄 수 있어서 편리한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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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난이도는 전체 평균보다 3.3% 정도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점수 차가 일관성이
있는지는 분석 대상의 제한으로 인해 판단하기 어렵다.
PART C의 독해 능력 평가와 관련된 42개 문항의 해당 평가 요소를 표로 정리하
면 <표 Ⅱ-39>와 같다.

<표 Ⅱ-39> SAT 독일어의 읽기 능력 문항 평가 요소 및 정답률
문항
번호
44

평가 요소
신문목차-전반적인 내용 이해

50～54
55
56～60
61

평가 요소

정답률
(%)

80

64～67 자서전적 기술-세부 사항 이해

47

70

68～69 ‘여행 광고문’-전반적인 이해

68

비상전화 설명-주제 파악

85

70～74 ‘야생 실태 보고서’-세부사항 이해

46

유명 작가 관련 내용-세부 사항
이해

62

레스토랑 광고문-세부사항 이해

86

76～77 ‘노선도’ 이해-전반적인 이해

‘올빼미’에 관한 내용-세부 사항
이해

62

78～83

결혼식 선물 감사편지-대의 파악

86

84～85 구인광고-전반적인 내용 이해

45～48 우표안내 관련 내용-세부사항 이해
49

정답률 문항
(%)
번호

62～63 입장권-전반적인 이해

75

73

공연 입장권-주제 파악

‘의학 상식’ 관련 내용-세부 사항
이해

69
36
56
70

평균 : 64.8% / 전체 평균 : 61.5%

PART C의 독해 능력 평가 문항 중 9개 문항은 지문을 구성하는 문장 표현방식
에 있어서는 7차 교육과정 독일어Ⅰ 수준으로 볼 수 있으나 사용된 어휘를 보면 독
일어Ⅰ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를 제외한 PART C 33개 문항
의 경우 문장 표현 방식에 있어 현재완료형, 종속접속사, 접속법 등의 구문이 자유
롭게 활용되었다. 문장론 상에 어느 특정한 한계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아울러 지문
및 선택지 구성 사용 어휘를 분석해 볼 때 적어도 대학 중급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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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능 제2외국어 영역에 주는 시사점 및 한계

SAT 독일어 시험을 분석한 결과에 대해 간략히 표현하면 시험의 제도적, 내용적
특성의 근본적으로 달라서 형식적인 문항 유형 또는 문항의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
수능 문항에 대한 시사점은 크지 않다. 다시 말해 SAT 독일어 시험에서 사용되는
어휘와 문법 요소 및 문형의 수준, 지문 분량 등이 수능 문항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
도의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PART C는 우리 대학 전공 중급 수준 또는 독일대학
입학시험인 Test Daf 수준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에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을 찾아보
고자 했다. 위와 같은 SAT 독일어 문항 분석을 통해 독일어과는 물론 전체 제2외국
어과 수능 문제 개선에 SAT 독일어 문항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3개 외국어의 문항 수는 거의 비슷하였으나 전
체 문항을 구성하는 틀이 조금씩 상이하였다. 어휘, 문법, 문장구조, 읽기 능력 등을
모든 언어들이 평가 요소로 설정하였으나 평가 요소 비율에 있어 각 외국어간 동일
한 비율을 강제하지는 않고 있었다. 수능에서도 각 외국어간 발음 및 철자, 어휘, 문
법, 의사소통기능, 문화 등의 내용영역을 현행처럼 고정시키지 않고 급간을 두어 탄
력 있게 출제한다면 각 외국어별 출제 특성과 방향에 따라 유연하게 출제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둘째, SAT 독일어 시험을 살펴보면 ‘독일어 시험(German Test)’과 ‘독일어 및 듣
기 시험(German Test with Listening)’을 실시하여 언어 능력을 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능 제2외국어 평가에서도 구어(spoken German) 능력의 측
정을 도입하여 언어평가의 본질적 측면에 보다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1개 문항 당 풀이 시간이 평균 42초로 수능과 비교할 때 역량검사(Power
Test)와 속도시험(Speed Test)의 성격을 함께 갖추고 있어 통합적인 언어 능력을 평
가하는데 많은 이점이 있었다.
넷째, 발문이 모두 원어(독일어)로 되어 있어 한글 발문인 수능과 비교해 볼 때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겠으나 외국어 시험으로서의 외적인 완전성과 내
◀ 98 ▶

Ⅱ. 영역별 관련 과목 문항 분석

적인 완전성을 모두 갖춘다는 면에서 수능에도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
요가 있다.
다섯째, 선택지와 관련하여 ‘SAT 독일어 시험’은 4개의 답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일본, 중국, 대만의 대학입학시험을 보아도 모두 4지선다형
으로 구성되어 있어 논리적인 문항 구성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우리 수능에서도
적어도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는 4지선다형을 도입하여 문항의 질적 개선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답지는 시행 및 통계 처리의 편의를 위해 SAT 문항처럼 현행
의 5지 선다형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섯째, ‘SAT 독일어 시험’의 경우는 우리 수능 문항과 비교해볼 때 비교할 수 없
을 만큼 문항 유형이 단순하여 문항 제작이 매우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문
항이 단조롭다 하여도 어휘, 구문, 문법 요소 등의 제반 언어 요소를 활용하여 조정
함으로서 얼마든지 신뢰도, 타당도, 변별도 높은 문항을 제작할 수가 있으므로 이
같은 SAT 문항 구성 방법을 참조하여 출제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항 배열에 있어서도 수능보다 훨씬 자유로운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자유로운 문항 전개 양식이 문항의 질 제고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시사점이 크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문항 출제 시 사용되는 어휘와 관련하여 SAT에서는 아무런 어휘 제
한 없이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문항 개발자로 하여금 문항 제작 과정에
서 많은 재량권을 주게 되어 질 높은 문항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앞
으로는 수능에서도 교과서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814개 ‘교육과정 기본어휘’를 자유
롭게 사용하며, 더불어 주석을 이용한 비기본 어휘의 탄력적인 활용을 강화하여 문
항의 다양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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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수능이 1994학년도에 처음 시행된 지 15년이 지나고 여러 번의 모의평가 출제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문항 출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 결과 문항이 패턴화되는
경향이 있어 문제 풀이 중심의 수업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능 문항
이 각 전공 영역에서 기르고자 하는 수학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수능과 유사한 미국의 SAT와 ACT 문항에 대해 시험 과목별로 문항
구성, 문항 유형, 난이도 및 문항당 소요시간, 강조되는 능력(이원 분류표의 행동영
역) 등을 분석하여 수능 문항 출제에 대한 시사점을 추출하였다.
SAT는 비영리단체인 미국대학위원회가 소유하면서 개발과 발행을 맡고 있고,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험을 관리하고 있다.
SAT는 처음 공식적으로 시행된 1926년에는 학업적성검사(Scholastic Aptitude
Test)로 불리다가 1990년에 SAT의 지적 능력 검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학업
사정검사(Scholastic Assessment Test)로 이름을 바꿨다. 그리고 1994년부터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고유명사로서 “SAT”로 지칭하면서 SAT Ⅰ(Reasoning Test: 추론능력검
사)과 SAT Ⅱ(Subject Test: 교과학력검사)로 구분하였다. 2005년부터는 숫자 ‘Ⅰ’과
‘Ⅱ’를 떼고 각각 SAT Reasoning Test(SAT 추론능력검사)와 SAT Subject Test(SAT
교과학력검사)로 부르고 있다.
SAT Reasoning Test는 쓰기(Writing), 수학(Mathematics), 비판적 읽기(Critical
Reading)의 세 가지 주요 영역으로 구성되며, SAT Subject Test는 영어, 역사, 수학,
과학, 외국어 5개 영역 17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ACT는 미국의 비영리기관인 ACT, Inc.가 개발, 시행하는 대학 입학 전형을 위한
성취도 검사이다. 이 검사는 SAT에 대응하기 위해 1959년 가을에 처음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미국 대학입학시험이란 의미의 ‘American College Testing’의 약자로 사용

◀ 103 ▶

미국 SAT와 ACT 문항 분석

되었으나 시행이 거듭되는 가운데 대학 입학 전형 자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진
로상담이나 고교 교육과정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로서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1996
년부터 어떤 의미를 지닌 약자가 아닌 고유명사로서 ACT를 사용하게 되었다. ACT
는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된 영어, 수학, 읽기, 과학의 4영역의 시험이었으나 2005년
부터 SAT의 변화를 반영하여 쓰기 영역을 선택사항으로 추가하여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언어 영역
수능에서는 비문학 읽기 경우, 지문은 대체로 6개 분야에서 1개씩 단독 지문으로
제시되며, 길이는 1200자 내외로 비교적 일정하여 지문당 3～4개의 문항이 균형 있
게 출제되는 데 비해 SAT의 경우 지문마다 길이가 다양하며 그에 따른 문항수도 2
문항에서 14문항까지 다르게 배분된다. 사실적 사고나 추론적 사고를 위주로 하는
SAT와 달리, 수능 언어 영역은 사실적, 추론적 사고는 물론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까지 상당수 출제되어 SAT 문항보다 고차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항 유형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SAT와 달리, 수능 언어 영역
의 문항은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편이며 문항 간에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중복되
거나 관련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SAT에서는 부정(否定) 문두가 거의 없는 것도 주
목할 만하다. 수능 언어 영역의 경우 많을 때에는 부정 문두가 전체의 절반에 이르
는 점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SAT의 지문은 수능의 지문과 비교하면 수준이 조금
높거나 유사하나 문항의 경우는 우리의 중3이나 고1 정도의 난이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ACT의 경우 지문은 크게 소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4범주로 나누고
4개의 지문을 유사한 길이로 제시한다. 이는 SAT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길이
의 지문을 출제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르다. 오히려 6개의 정해진 분야에서 일정한
길이의 지문을 선정하는 수능 언어 영역의 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수능 언
어에서 측정하는 사고 능력 중 사실적 사고와 추론적 사고는 ACT에서도 충분히 측
정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논지 전개 방식이나 표현상의 특징, 해석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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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의 타당성, 견해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비판적 사고,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구성하거나 내용을 생성하는 창의적 사고를 측정하는 문항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
다. 문항 유형 및 형식과 관련하여 ACT 문항은 그 유형이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SAT와 마찬가지로 문항 간 내용적, 형식적으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부정 문두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답지가 네 가지로 구성되어 문항 제작이 매
우 용이한 편이다. 문항 풀이 시간을 통해 문항의 난이도를 추정해 보면 ACT는 에
세이 쓰기를 제외하면 문항당 44초 정도, SAT는 문항당 54초 정도가 주어진다. 이
에 비해 수능 언어 영역은 듣기 문항을 제외하고 문항당 88초 정도가 주어지는데
이는 다른 검사들에 비해 상당한 시간을 부여하는 셈이다. 이는 언어 영역의 문항이
그만큼 난이도가 높아서 각 문항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뜻한다. 그
밖에 최근 SAT나 ACT가 평가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에세이 쓰기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에세이 서술형 쓰기가 대학수학능력을 가늠하는 타당성 높은
준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평가 체제 개편을 구상한다면 짧은
에세이 쓰기를 수능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나. 수리 영역
SAT Reasoning Test는 대학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수학적 사고력 측정에 목표
를 두고, SAT Subject Test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수학 지식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SAT는 교과 내용의 측정(Subject Test)과 대학 교육과정 학습
능력이 있는지의 평가(Reasoning Test)를 분리하여 평가하지만 수능은 한 시험에서
이 둘을 모두 평가한다. 이처럼 수능과 SAT는 그 목표가 다르다. 100분에 30문항을
풀어야 하는 수능에 비해 70분에 54문항, 60분에 50문항을 풀어야 하는 SAT는 여러
개념을 복합적으로 다루거나 고차원적인 수학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항, 시간이 필요
한 문항이 출제되지 않는다. 수능 수리 영역의 문항 유형은 선택형으로는 정답형,
완성형(불완전 문장형), 합답형, 부정형이 있고 서답형으로는 단답형이 있는데 SAT
의 문항 유형은 선택형으로는 정답형, 최선답형이 있고 서답형으로는 단답형이 있
다. SAT에서 단답형은 SAT Reasoning Test에서만 출제된다. 학생의 응답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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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능과 다르다. 미국의 대학위원회와 ETS는 이것을 미국
의 표준화 검사에서 획기적인 변화이며, 향후 본격적인 주관식 서술형 평가를 포함
한 다양한 평가 형태를 위한 시도라고 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ACT의 수학 문항은 대부분 간단한 계산이나 지식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 또는
상황을 읽고 식으로 표현하는 문항 등이 주를 이루며 대체로 쉽다. 중요한 공식들은
문제지 앞 또는 문항에 주어지고, 복잡한 공식이나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 고차원적
인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은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개념
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풀어야 하는 수학 내적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은
출제되지 않는다. 실생활 상황에서 수학적 식을 세우거나 개념을 활용하는 문항에서
도 상황 자체나 식이 매우 간단하다. ACT는 출제 내용 자체가 수능에서 다루지 않
는 중학교 내용이나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고, 그 성격도 우리나라 학업성취도 평가
와 유사하다.

다. 사회탐구 영역
사회 과목은 SAT에는 미국사와 세계사가 있으나 ACT에는 없다. SAT 역사 문항
은 수능에 비해 매우 간명하다. 문두, 지문, 답지 등 문항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서
간단하고 명확하다. SAT 역사 문항이 측정하는 사고력은 개념 지식을 주로 묻고 있
다. 보다 중요한 내용에 대해 정답시비 없이 출제를 용이하게 하려면 개념 원리를
주로 측정하는 SAT 문항의 출제 경향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광범위한 내용 요소를
취급하고 제시되는 자료의 형태도 다채롭다. 우리도 사진, 만화, 그림, 지도, 통계 등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여 기출 문항의 누적에 따른 소재와 접근 방식을 참신하게 구
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능과 SAT는 하나의 검사지 문항을 구성할 때, 문항 형
태, 풀이 시간, 점수 체계 등이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는 수능의 출제 체제가 변화하
지 않는 이상 시사점이 많지 않았다. 특히 지문을 필수로 요구하는 수능과 달리 지
문 없는 문항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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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학탐구 영역
SAT Subject Tests의 과학 영역은 생물, 화학, 물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이 대
학에 진학한 후에 각 교과를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치러지며 특정 과목의 교과서를 평가하지 않는다. 문항 수에 있어서 수능 과
학탐구영역은 각 과목 20문항을 30분 동안 푸는 데 비해 SAT 과학은 75∼85문항을
1시간 동안 푼다. SAT의 경우 대부분 쉬운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수능에 비해
문항 수가 많다. SAT 문항의 경우 수능과 유사하지만 합답형의 구성이 다른데, 보
기를 제시하지 않고 묻기 때문에 발문을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능에서의
합답형은 답지의 구성을 보면 추측으로 답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문항들이 있지만
SAT의 합답형 형식으로 출제하면 추측으로 답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답지 구성에 있어 어떤 답지의 경우는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기에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와 같이 제시된 것도 있다. 즉 주어진 정보로는 실험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능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문항 유형으로는 지식과 지식 사이
의 관련성, 인과관계를 물어봄으로써 지적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문
항이 있다. 수능에서는 개념의 일부분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항이 많으나,
SAT의 특이 문항들은 정확하고 또 세밀하게 평가한다. 두 진술문 사이의 인과 관계
를 묻는 형태의 문항은 특히 오개념을 확인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ACT 과학 영역 검사지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40문
항 1세트로 되어 있으며 주로 지식을 측정하기보다는 과학 추론 검사지의 성격이
강하다. 4지 선다형 40문항으로 구성되며 시험 시간은 35분이다. 자연과학분야에서
요구되는 해석, 분석, 평가, 추론,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한다. 내용영역은 생물학, 화
학, 물리, 지구/우주과학으로 이와 관련된 7개의 지문으로 문제지가 구성되며, 각 내
용영역에 관련된 지문이 2개를 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관련 개념은 과학Ⅱ에 해당하는 문항
이 75%인 30문항인 반면, 과학Ⅰ에 해당하는 문항은 25%인 10문항이다. 그러나 실
제적으로 구체적인 과학 개념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의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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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과학Ⅰ 수준보다 높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문항의 난이도는 수능의 문
항보다 대체로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SAT 문항이 개별 개념 이해를 측정하는 학력 평가형
문항이 많았고, ACT 문항이 자료나 실험 과정 및 결과 등을 제시하여 세트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학에 진학한 후의 수학능력을 측정하려는 시험 성격에 더 가
깝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수능 과학탐구 영역은 학습 내용에 대한 지식적인 기반
을 요구하는 SAT와 사고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ACT의 절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인다.

마. 제2외국어 영역
SAT Subject Test 외국어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9개 언어 중 수능의 제2외국어/
한문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외국어로는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및 스페인
어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 6월에 치러진 SAT 독일어 문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시험의 제도적, 내용적 특성이 근본적으로 달라서 형식적인 문항 유형
또는 문항의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 수능 문항과 매우 다르다. SAT 독일어 시험에서
사용되는 어휘와 문법 요소 및 문형의 수준, 지문 분량 등이 수능 문항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PART C는 우리 대학 전공 중급 수준 또는
독일대학 입학시험인 Test Daf 수준이라고 볼 수 있었다. SAT 독일어 시험을 살펴
보면 ‘독일어 시험(German Test)’과 ‘독일어 및 듣기 시험(German Test with
Listening)’을 실시하여 언어 능력을 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개
문항 당 풀이 시간이 평균 42초로 수능과 비교할 때 역량검사(Power Test)와 속도시
험(Speed Test)의 성격을 함께 갖추고 있어 통합적인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 많은
이점이 있었다. 또한 발문이 모두 원어(독일어)로 되어 있어 한글 발문인 수능과 비
교해 볼 때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겠으나 외국어시험으로서의 외적인 완
전성을 갖춘다는 면에서 수능에도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SAT 독일어 시험의 경우 문항 유형이 수능에 비해 매우 단순하여 문항 제작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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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간편한 것이 특징으로 수능에서도 SAT 문항 구성 방법을 참조하여 출제에 반영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항 배열도 수능보다 훨씬 자
유로운 형태를 보이고 있다. 문항 출제 시 SAT에서는 아무런 어휘 제한 없이 출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문항 개발자로 하여금 문항 제작 과정에서 많은 재량
권을 주게 되어 질 높은 문항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2. 정책 제언
첫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과 기능 재조명 및 이에 맞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
요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처음 도입된 1994학년도에는 ‘대학 교육 수학에 기초가 되는
공통적인 보편적인 학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통합교과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에 맞추어 고차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발전된 학력고사”’로서의 성격
에 맞게 언어 영역, 수리탐구Ⅰ(수학으로 구성), 수리탐구 Ⅱ(사회탐구와 과학탐구로
구성), 외국어(영어)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그 후 직업탐구 영역과 제2
외국어/한문 영역이 추가되고,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형 교육과정 도입으로 현재는
7개 영역 51개 과목이 출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언어와 외국어(영어) 영역은 처음과 같은 통합교과적 소재를 활용한 시
험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다른 영역은 선택 과목수가 증가하면서 개별 교과 중심의
문항들이 많아져 고등사고능력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래
의 취지에 맞게 시험 체제의 개편 또는 교육과정과 밀접한 졸업자격시험에 맞게 개
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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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SAT 및 ACT와 수능의 출제 과목수와 문항 수 비교
SAT
Reasoning Test
출제
과목

문항수

ACT

Subject Test

3과목 : 쓰기, 수학,
5개 영역 17개 과목
비판적 읽기
- 쓰기 : 에세이 1
- 언어(문학) : 5지선
5지선다형 49
다형 약 60문항
- 수학 : 5지선다형 44, - 역사 : 미국사, 세계
단답형 10문항
사 각각 5지선다형
- 비판적 읽기 : 5지선
90-95문항
다형 67문항
- 수학 : 수학 1, 수학 2
5지선다형 각각 50
문항
- 과학 : 5지선다형 생
물 80, 화학 85, 물
리 75문항
- 외국어 : 4지선다형
으로 과목별로 라틴
어 70-75문항에서 5,
프랑스어 및 듣기
85-90문항까지 다양

5과목

대학수학능력시험

7개 영역 51과목

- 영어 : 4지선다형 75 - 언어 : 5지선다형
- 수학 : 5지선다형 50문항
60문항
- 수리 : 가형, 나형
- 읽기 : 4지선다형 시험, 각각 30문항
40문항
(5지선다형 25문항,
- 과학 : 4지선다형 단답형 5문항)
40문항
- 외국어(영어) : 5지
- 쓰기 : 서술형 1문항
선다형 50문항
- 사회탐구/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 : 과
목당 5지선다형 20
문항
- 제2외국어/한문 : 과
목당 30문항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및 응시 과목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현재 수능은 다양성에 대한 강조와 학생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7개 영역 51개 과목의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 SAT의 20과목,
ACT의 5과목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표 Ⅲ-1> 참조). 과도한 출제 과목수로 인해
출제 및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선택 과목수의 증가로 과목 선택에 따른 유
불리의 논란이 수반되고 있다.
셋째, 시험의 변별력 확보 및 수학능력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위해 과목별 문항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수능의 경우 특히 수리 영역(수학)은 30문항인데 비해 그리고 수능의 사
회탐구나 과학탐구가 20문항이다. 이렇게 적은 문항수로는 각 영역/과목에서의 능력
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고, 많은 수험생을 변별하기 매우 어렵다. 이는 SAT
의 Reasoning Test의 수학 54문항, Subjective Test의 수학 50문항, ACT의 수학 60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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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SAT의 미국사나 세계사 90-95문항이고, 물리, 화학, 생물 75-85문항, ACT의 과
학 40문항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문항임을 알 수 있다(<표 Ⅲ-1> 참조).
영역/과목별 문항수는 수험생의 시험 시간 및 출제 부담과 관련되는데, 출제 과
목과 수험생의 응시과목을 축소 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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