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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수능 영어 Killer 문항 어떻게 풀 것인가?

 - 오르비스 옵티무스 영어 컨텐츠 연구소장 서성원

 9월 모평이후 수험생들이 영어 때문에 멘붕이다. 그동안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안이한 생

각이 화를 자초했다. 특히 33번(오답률1위 – 75.4%), 22번(오답률2위 – 71.8%) 문항은 아직

도 뭔 소린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조차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 가장 어려웠던 

2014년 수능 문제를 데자뷔(Deja-vu)한 느낌이 든다. 도대체 1등급을 좌우하는 이런 지문

들은 왜 선정되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1. 고난도 Killer 문항은 일상적 에피소드가 아니라, 관념화되고 추상화된 ’세

계관‘에 대한 ’언어적, 철학적 문제‘이다. 

  교육과정 평가원은 수능 영어지문의 난이도를 ’관념화, 추상화‘의 정도에 따라 조절한

다고 했다. 이런 고난도 지문은 관념화, 추상화의 정도가 심한 글이며, 단순히 

strorytelling식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이런 지문은 수험생들이 대학에서 배우게 되는 

제반 학문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영어, 이른바 ’학문적 영어(Academic English)’에 

관한 것이다. 이 학문적 영어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예술 등등에 관한 개론적 지식이며, 또 하나는 – 이 부분이 기존의 독해책

이나 강의에서 간과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며,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힘든 독해 

영역에 속한다 – 이 모든 학문 분야를 뛰어넘는, 이것들의 기본이 되는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눈“과 관련된 것이다. 바로 이 분야와 관련된 지문이 ‘관념적 추상적 지문’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또는 세계)은 무엇으로 구성되며, 어떻게 이해(또는 

인식)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에 관한 것이다. 더구나, 이런 지문들이 언

어논리와 철학적 도구(획일성과 다양성, 관념과 실재, 운동과 정지, 주관성과 객관성, 사

실과 해석, 절대성과 상대성 등)를 통해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지문들은 그동안 수능(2010년 이후)과 모의고사(사설모의 제외!)에서 비슷한 개념이 무

수히(!) 출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범주화, 계통화시키지 못했다. 그러니 이런 문제들은 

피드백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출제될 때 마다 생소한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작년 11월에 

시행된 17년 수능, 올해 6,9월 모평, 3,4,7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지속적으로 출제되었던 

killer 문항은 거의 대부분 ‘획일성 vs 다양성’ 그리고 ‘운동 vs 정지’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런 개념이 ‘아동교육’(7월 22번, 9월 33번, 22번)이라는 내용으로 출제되었다. 이 세 문제들

을 다시 비교해서 찬찬히 읽어보라,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선생들은 

이해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고차원적인 국어 비문학 지문들에 익숙해 있다.       

http://endic.naver.com/enkrEntry.nhn?entryId=782e87984d8c4cebaa078f3743e9d61c&query=%EB%8D%B0%EC%9E%90%EB%B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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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이해가능하다고 믿는다. 만일 여러분들이 7월 22번을 충분히 이해했더라면, 9월 

모평 33번은 쉽게 풀었을 것이다. 수능 killer 문항들은 거의 위에서 제시한 개념들로 범

주화, 계통화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수능 출제자는 우리에게 깊은 사고력을 요구한다. 주어진 에피소드를 추상화, 관념화하

여 필자의 idea를 포착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 단순

히 ’연결사(However, Nevertheless, For example등) 활용법‘, ’통념비판‘, ’XX논리‘ 따위의 

천박한(!) 방법론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는가? 이는 마치 고차방정식을 일차 방정식으로 해

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물론 이런 개념 정립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쉬운 문항

들, 쓸데없이 비틀어 놓은 이상한 어려운 문제들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이전 수능과 

학평, 교육청 문제들에서(사설모의 제외!) 오답률 1,2위의 문항들만 잘 정리해도 충분하

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이런 문항들이 여러분들의 독해력을 일취월장시켜줄 것이다. 

 이 개념들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서성원 오르비 인강 “1등급을 가르는 Killer 문항 핀셋

특강” 맛보기 1,2강을 보라. (10월 5일 공개예정)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 건강에 유의하고 마무리 잘 하기 바란다. 제군들의 건투를 

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해결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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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강 : 평가원 고난도문제 출제 메카니즘의 이해

          (관념적, 추상적 지문이란 무엇인가?)

* 다음 4개의 지문들은 하나의 같은 주제를 담고 있으나, 관념성/추상성의 정도가  

각각 다른 에피소드들입니다.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주제를 생각해 봅시다.

1.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2015 EBS수능특강)

 Suppose we need to measure the temperature in a vineyard. If we have only 

one temperature sensor for the whole plot of land, we must make sure it is 

accurate and working at all times; no messiness allowed. In contrast, if we have 

a sensor for every one of the hundreds of vines, we can use cheaper, less 

sophisticated sensors (as long as they do not introduce a systematic bias). 

Probably, at some points, a few sensors may report incorrect data, creating a 

less exact, or "messier," dataset than the one from a single precise sensor. Any 

particular reading may be incorrect, but the collection of many readings will 

provide a more comprehensive picture. Because this dataset consists of more 

data points, it offers far greater value that likely compensates for its messiness.

① the importance of accurate measurement       

② the benefit of obtaining a large set of data 

③ types of sensors appropriate for vineyards

④ factors influencing the value of the dataset

⑤ the effects of technology on grape f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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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3 서울시 교육청)

 For a huntergatherer ancestor, it would have been useful to make plans and 

be able to follow through with them. It might be very advantageous to carefully 

and deliberately develop skills in toolmaking, a development whose payoff 

might be years away, rather than just try to use whatever can be grabbed when 

a tool is needed. However, much of huntergatherer life is unplannable because 

of events. It would really not be a good response, observing a passing herd of 

wildebeest, to say, “Actually, Wednesday is my honeygathering day.” Life for a 

huntergatherer would be a series of urgent improvisations on the stimuli 

occurring right now, be they passing prey, the lack of passing prey, attacks by 

others, changes in the makeup of the group, or countless other possibilities. 

People would do well who could                                          and 

quickly mobilize an energetic, spontaneous, physical response to whatever 

happened to turn up.

 

① decide to work independently

② choose wise leaders to guide them

③ abandon plans at the moment’s notice

④ follow the footsteps of their ancestors

⑤ make a lot of friends in their line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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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2 9월 모평)

 Guys lost on unfamiliar streets often avoid asking for directions from locals. 

We try to tough it out with map and compass. Admitting being lost feels like 

admitting stupidity. This is a stereotype, but it has a large grain of truth. It’s 

also a good metaphor for a big overlooked problem in the human sciences. 

We’re trying to find our way around the dark continent of human nature. We 

scientists are being paid to be the bus-driving tour guides for the rest of 

humanity. They expect us to know our way around the human mind, but we 

don’t. So we try to fake it, without asking the locals for directions. We try to 

find our way from first principles of geography (‘theory’), and from maps of our 

own making (‘empirical research’). The roadside is crowded with locals, and their 

brains are crowded with local knowledge, but we are too arrogant and 

embarrassed to ask the way. So we drive around in circles,                     

                        about where to find the scenic vistas that would 

entertain and enlighten the tourists.

① waiting for the local brains to inquire 

② accumulating and examining the locals’ knowledge 

③ going against the findings of our empirical research 

④ relying on passengers’ knowledge and experience 

⑤ inventing and rejecting successive hypoth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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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014수능)

 F. Scott Fitzgerald thought that the test of first-rate intelligence was the ability 

to hold two opposed ideas in mind at the same time and still function. The 

eons shaped our brains in the (A)            direction. Confirmation bias is a 

term for the way the mind systematically avoids confronting contradiction. It 

does this by overvaluing evidence that confirms what we already think or feel 

and undervaluing or simply disregarding evidence that refutes it. Testimony from 

members of the Crow tribe about the destruction of their culture provides an 

extreme and tragic example of this. A man named Plenty Coups reported that 

“when the buffalo went away, the hearts of my people fell to the ground and 

they could not lift them up again. After this nothing happened.” He was not 

alone in describing the depth of despair as the end of history. “Nothing 

happened after that,” another Crow warrior said. “We just lived.” The emotion 

was so strong that the brain (B)             evidence of the continued existence 

of normal, everyday life that might have eased it. 

*eon: 무한히 긴 시, 겁

     (A)           (B) 

① opposite …… retained 

② opposite …… rejected 

③ wrong …… validated  

④ same …… falsified 

⑤ same …… overloo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