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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험을 소개합니다! 

1.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란 무엇인가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듣기·읽기·말하기·쓰기 네 기능에 대한 영어 능력을 인터넷 

방식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영어 과목은 그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대비를 위해 듣기

와 읽기 공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말하기와 쓰기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네 기능을 모두 평가하는 시험을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이 진정한 영어 의사소

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수능 외국어(영

어) 영역을 대체하기로 결정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2015년(201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

될 것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2012년(2013학년도 전형)부터 수시 전형 자료로 활용된다.

2. 수능 영어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현행 수학능력시험의 영어 시험과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다. 첫째, 

듣기·읽기·말하기·쓰기 네 가지 언어 기능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시험이라는 것, 둘째, 컴

퓨터로 치러지는 인터넷 기반의 시험(Internet-Based Test)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가영어능

력평가시험은 상대 평가가 아니라 듣기·읽기·말하기·쓰기 각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절대

적인 성취 수준에 따라 성적을 부여하는 절대 평가이다. 그리고 듣기와 읽기 문항은 5지선다

형이 아닌 4지선다형으로 출제되고 말하기와 쓰기는 수행형의 직접 평가 방식을 취한다.1)

수능은 1년에 한 번만 응시할 수 있지만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1년에 복수의 응시기회가 

있고 학생들은 그 중 더 좋은 점수를 활용할 수 있다. 시험 초기에는 1년에 두 번의 응시 기회

를 제공할 예정인데, 이 때 학생들은 2급 또는 3급 시험을 2회 응시할 수도 있고 2급과 3급 시

험에 각각 1회씩 응시할 수도 있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듣기·읽기·말하기·쓰기 4개 

영역별로 각각 4개 등급(A, B, C, D)으로 성적을 통보하고 전체 시험의 표준점수는 제공하지 

않는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과 수능 영어 시험의 차이점은 [표 I-2-1]과 같다.

1)  듣기와 읽기 영역의 대부분의 문항은 4지선다형이지만, 일부 유형은 3지선다형으로 제시된다. 또한 일부 유

형은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고 드래그앤드롭(drag & drop) 또는 클릭형으로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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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능 외국어(영어)영역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평가영역 듣기, 읽기, 간접말하기, 간접쓰기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응답형태 5지선다형
• 듣기, 읽기: 4(3)지선다형 

• 말하기, 쓰기: 직접수행형

시험방식 지필평가 인터넷 기반 평가(IBT)

응시기회 1회 복수 기회(2회)

평가기준

• 상대평가(응시자의 상대적인 순위에 따라 성

적 부여)

→   응시자의 순위 변별이 중요하므로 무한경쟁 

불가피

• 절대평가(절대적인 기준에 도달한 정도에 따

라 성적 부여)

→   일정한 역량을 갖추면 원하는 성적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과잉학습 완화 

성적산출 표준점수 및 9개 등급 영역별 4개 등급 (A, B, C, D)

구 분 3급 2급

평가 목표
• 영어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달성 정도와 일

상생활에 필요한 실용영어 사용 능력 평가

• 영어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달성 정도와 대

학에서 학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어 사용 능

력 평가

평가 내용

• 실용적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

하는 능력

• 일상생활에서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능력

• 기초 학술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

용하는 능력

• 학업과 관련된 소재나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능력

현행 교육 과정 연계 • 영어, 실용영어 회화, 영어I • 영어Ⅱ, 독해와 작문, 심화영어 회화

2009 개정  

교육과정

• 실용영어 I, 실용영어Ⅱ, 실용영어 회화, 실용

영어독해와 작문
• 영어 I, 영어Ⅱ, 영어회화, 영어독해와 작문

문항 수 및  

시험 시간
• 72문항, 140분 • 70문항, 140분

평가 소재 • 주로 일상 소재 • 기초 학술문 및 일상 소재

[표 I-2-1]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2·3급)과 수능 외국어(영어)영역의 차이점

[표 I-3-1]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2급과 3급 비교

3. 3급은 2급과 어떻게 다른가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의 과목과 내용이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개발된

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3급은 2013년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의 실용영어 과목군(실용영어Ⅰ, 

실용영어Ⅱ, 실용영어 회화, 실용영어독해와 작문)과 밀접하게 연계되며, 2급은 영어 과목군(영어

Ⅰ, 영어Ⅱ, 영어회화, 영어독해와 작문)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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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험을 소개합니다! 

교시 영역
3급 2급 

기초 학술적 소재 실용적 소재 기초 학술적 소재 실용적 소재

1교시 듣기 - 100% 40% 60%

2교시 읽기 30% 70% 70% 30%

3교시 말하기 - 100% 70% 30%

4교시 쓰기 - 100% 50% 50%

[표 I-3-2]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3급과 2급의 영역별 소재 구성

[표 Ⅰ-3-1]에서 보듯이 2급 시험은 실용영어능력과 함께 학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학술영어능

력을 측정하는데 반해, 3급 시험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실용영어능력을 측

정한다. 예를 들면, 듣기 2급 시험은 대략 40%의 기초 학술적 소재의 자료와 60%의 실용적 소재의 

자료를 포함하는 반면, 3급 시험에는 100% 모두 실용적 소재의 자료만을 포함한다. 읽기 2급 시험

은 약 70%의 기초 학술적 소재와 30%의 실용적 소재의 글을 포함하지만, 3급에는 반대로 약 30%

의 기초 학술적 소재와 70%의 실용적 소재의 글을 포함한다. 따라서 학생이 몇 급 시험에 응시하

느냐는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의 학과에서 어떤 영어능력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즉, 학생의 실용영어 사용능력을 더 필요로 하는 학과에서는 3급을, 기초 학술적 영어 사용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과에서는 2급을 요구할 것이다. 3급 또는 2급 시험을 응시하면 그 성적은 시험 

일자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다. 대입전형 요소로 성적을 제출할 때는 응시 횟수 범위 내에서 치른 

시험 중 가장 높은 성적을 제출하면 된다.

4. 3급 시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3급에서는 듣기·읽기·말하기·쓰기 영역을 총 140분 동안 치르게 된다. 국

가영어능력평가시험 3급의 검사 영역, 문항 유형, 문항 수, 영역별 시험 시간은 [표 Ⅰ-4-1]과 같다.

교시 영역 문항 유형 문항 수
시험 시간

(휴식시간 등 제외)

1교시 듣기 3 또는 4지선다형 32 40분

2교시 읽기 4지선다형 32 50분

3교시 말하기 수행형 4 15분

4교시 쓰기 수행형 4 35분

계 - 72 140분

[표 I-4-1]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3급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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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2ㆍ3급 연습 프로그램 안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포털사이트 (www.neat.re.kr)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연습 문항 세트 및 학생용·교사용 시험대비 안내서 제공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가상체험영상 제공

•EBS 영어교육방송 (www.EBSe.co.kr)

  - (초ㆍ중학생) 말하기·쓰기 학습 프로그램 제공

  - (초·중·고등학생) 말하기·쓰기 연습 프로그램 제공(하루 30분~1시간씩 연습/ 9월 예정)

  - (고등학생)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2ㆍ3급 영역별 해설 방송 및 동영상 다운로드

  - (고등학생)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유형 대비 연습 프로그램 방송

듣기 영역에서는 헤드셋을 통하여 듣기 자료를 듣고 컴퓨터에 답안을 체크하며, 읽기 영역에서

는 화면에 제시되는 글을 읽고 답을 선택한다. 말하기 영역에서는 헤드셋에 부착된 마이크에 직접 

영어로 말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쓰기 영역에서는 컴퓨터 자판으로 답안을 입력하게 된다. 영역별 

구체적인 문항 유형은 Ⅱ장의 영역별 준비 방법 설명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5.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을까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우리나라 영어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정

한 성취 기준 수준을 넘어서지 않고 교과서에 제시된 연습문제와 유사한 유형과 수준으로 출제된다. 

뿐만 아니라 성취 기준을 달성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성취 등급이 제공되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교

과서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일정 수준에만 도달하면 모든 학생이 A등급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말하기와 쓰기는 학생들이 스스로 연습을 많이 해서 익숙해져야 하므로 학교에서는 학생활

동 중심의 말하기·쓰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 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

에게 스스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포털사이트(www.neat.re.kr)와 EBS 영어교육방송(www.EBSe.co.kr)에서는 네 영역의 연습문제

와 무료 말하기·쓰기 연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EBS에서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대

비 해설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사이트와 연습 프로그램을 잘 활

용하면 사교육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혼자서 시험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3급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기능에 대한 

실용영어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클라우드 방식의 인터넷 기반 검사

(Internet–Based Test, IBT)이다. 



영역별 시험 준비, 이렇게 하세요!

01. 듣기

02.  읽기

03.  말하기

04.  쓰기 

II{ }

3급
학생용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이렇게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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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영역별 시험 준비, 이렇게 하세요!

01 듣기
가. 무엇을 평가하나요?

(1) 평가 목표와 소재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3급 듣기 시험은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듣기 성취 

기준에 준하는 듣기 능력을 수험자가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동시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영

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2009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실용영어 과목군에 기

술된 듣기 영역 성취 기준을 요약하면 [표 Ⅱ-1-1]과 같다.

듣기 3급 시험에서는 100% 실용문만을 사용한다. 실용문이란 기본적인 삶의 영위나 일상생활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로 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다. 개인생활, 가정생

활, 학교생활, 사회생활과 같은 일상적인 주제나 소재와 관련된 내용이나 앞으로의 진로와 직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의 듣기 자료가 모두 실용문에 속한다. 듣기 3급 시험의 소재를 [표 Ⅱ-1-2]

와 같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영역 성취 기준 세부 성취 기준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 실생활 중심의 일반적/다양한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한다.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 실생활 중심의 일반적/다양한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논리적 관계를 파악한다. • 실생활 중심의 일반적/다양한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내용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한다.

맥락을 파악한다.

•  실생활 중심의 일반적/다양한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자의 의도나 말의 목적을 

파악한다.

•  실생활 중심의 일반적/다양한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자의 심정이나 태도를 파

악한다.

• 실생활 중심의 일반적/다양한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다.

[표 Ⅱ-1-1]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듣기 영역 성취 기준

상위 분야 하위 분야 (예시)

실용

(100%)

• 교통, 통신, 쇼핑, 주거, 식당, 병원, 미용실 등 일상에 관한 내용

•  교통편(버스, 기차, 비행기) 예약, 공연, 전시회, 스포츠, 취미, 요리, 호텔, 공공장소 등 여행·여가에 

관한 내용

• 수업, 교우관계, 생일 파티, 졸업, 상담, 과제, 시간표, 도서관, 시험, 성적 등 가정ㆍ학교에 관한 내용

[표 Ⅱ-1-2]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듣기 3급 소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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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항 유형

듣기 3급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듣기 영역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화자의 말

을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대화나 담화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함축된 정보를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항 유형이 출제된다.

[표 Ⅱ-1-4]에서 제시된 것처럼 듣기 3급 시험은 크게 대화문과 담화문으로 구성이 된다. 대화문

은 짧은 문장으로 된 말과 세 가지 응답을 듣고 적절한 것을 찾는 짧은 대화 유형과 두 사람의 대화

를 듣고 관련된 질문에 제시된 네 개의 선택지 중에서 적절한 답을 고르는 긴 대화 유형으로 나뉜다. 

반면에 담화문은 관련된 질문에 제시된 네 개의 선택지 중 적절한 답을 고르는 문항 유형들로 구성

된다. 듣기 3급에서는 수능시험의 1지문 1문항 형태 외에 1지문 2문항 형태의 문제도 출제된다. 긴 

대화와 담화문의 경우, 수능시험보다 지문이 짧고, 말의 속도는 [표 Ⅱ-1-5]에서 보듯이 수능시험

과 동일하다.

문항 유형 비율(%)

• 적절한 응답 찾기 15~20

• 주제, 제목, 요지, 목적, 의견 찾기 25~30

• 내용 일치(불일치), 요청(요구, 부탁한 일), 화자가 할 일 찾기 등 35~40

• 위치, 도표 정보 찾기 등 15~20

[표 Ⅱ-1-3]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듣기 3급 문항 유형

문항의 유형 지문 당 문항 수 지문의 단어 수

대화 1문항 80~100

담화

1문항 70~90

2문항 90~110

[표 Ⅱ-1-4] 듣기 3급 문항 유형 당 문항 수와 지문의 길이

급수 속도(분당 단어 수) 비고

3급 140~160 현 수능시험은 분당 140-160 단어

[표 Ⅱ-1-5] 듣기 3급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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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영역별 시험 준비, 이렇게 하세요!

나. 유형별로 어떻게 준비하나요?

3급 듣기 시험의 구체적인 문항 유형은 수능과 비슷하지만 실용문에 의거한 대화나 담화 듣기 문

항이 출제되기 때문에 평소에 실생활 중심의 다양한 소재와 형태의 글이나 말을 읽고 들어 배경 지

식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긴 대화나 담화를 들으며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과 세부적인 내용

을 선별적으로 듣는 훈련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 대화의 일부를 듣고 적절한 응답을 고르는 짧은 

단문 형태의 문항도 출제되기 때문에 집중력을 키우기 위한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3급 듣기 시험 문항 중 학생들에게 가장 낯설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유형이 바로 적절한 

응답 찾기 문항이다. 이 유형은 일반적인 대화 상황에서 주어진 평서문, Yes/No 의문문, 부가 의문

문, 일반 의문문, 청유문 등에 대해 가장 적절한 응답이 무엇인지 듣고 고르는 문제이다.

[예시 1]

다음을 듣고, 남자의 말에 대한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②

③

[script]

M: Do you like the weather today?

W:                                     

① Yes, I love sunny days.

② I’d like to finish it today.

③ No, I didn’t like to go.

[예시 2]

다음을 듣고, 여자의 말에 대한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②

③

유형 1. 적절한 응답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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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W: When do you think the test results will come out?

M:                                                                       

① I think you’re right.

② I’m not really sure.

③ I saw her coming out that door.

유형 대처 방법 자세한 문맥 정보가 주어지지 않고 하나의 문장을 듣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적

절한 답을 고르는 유형의 문항으로서, 학생들이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낄 수 있는 형식의 문항이

다. 정보가 반복되어 제공되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문맥 정보가 주어지는 긴 대화 문항 유형에 비

해서 집중하여 들으면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문항이다. 따라서 한 문장만

을 듣고 적절한 응답을 즉각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두는 것이 좋다. 보통 3개의 선택

지 가운데 1개에 주어진 문장과 의미의 연상에 있어서 혼동이 되는 표현이 사용됨을 유의해야 한

다. [예시 1]과 같은 경우, 주어진 문장의 like the weather today ‘오늘 날씨를 좋아하다’와 ②번의 

like to finish it today ‘오늘 그것을 끝내고 싶다’가 의미의 연상에 있어 혼동되기 쉬우며, [예시 2]

에서는 ‘공표되다’라는 뜻의 come out과 ③번의 ‘밖으로 나가다’라는 뜻의 come out이 사용되어 

의미에 혼동을 줄 수 있다.

대화나 담화의 전개와 표현된 내용의 사실적 이해에 근거하여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논리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 유형이다. 담화의 주제, 목적, 요지 등을 묻는 

문항들은 수능 시험에서도 출제가 된 유형이지만, 대화문의 주제나 목적 찾기 문항이나 화자의 의

견(주장) 찾기 문항 등은 수능 시험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 유형이다.

[예시 1]

대화를 듣고, 남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동물원 관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② 동물 보호 유리벽을 설치해야 한다.

③ 동물들의 영양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④ 동물원의 안내 표지판을 개선해야 한다.

유형 2. 주제, 요지, 목적, 의견(주장)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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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M: Mary, look at that monkey. It’s jumping up and down.

W: It looks really upset. I just saw a little boy throw a stone at the monkey.

M: Oh, no. He shouldn’t do that. 

W: Can’t he read the sign over there?

M: Signs are not enough. The zoo has to do something to better protect the animals.

W: You’re right. But what should they do?

M: They should set up glass walls for zoo animals.

W: But some people like to feed the animals.

M: So do I. But animals’ safety comes first.

유형 대처 방법 남자의 주장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남자가 하는 말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나 유사 어구를 생

각하면서 남자의 주장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do something to better protect the animals, set up 

glass walls for zoo animals, animals’ safety 등의 주요 어구를 통해 남자가 동물 보호 유리벽을 설치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화자의 주장이나 의견 문제는 예시 문항처럼 한 화 

자에 관한 것일 수도 있지만, 두 화자의 공통된 의견을 묻는 것일 수도 있다.

[예시 2]

대화를 듣고, 남자가 전화를 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도서를 대출하기 위해

② 도서관 위치를 문의하기 위해

③ 도서 대출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④ 도서관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위해

[script]
[Phone rings.]
W: Hello. Town Library.
M:   Hi. I checked out some books, but I’m afraid I won’t be able to return them in time. Can I 

renew my books?
W: Of course. You can renew them for another week.
M: Could you tell me how?
W: You can either come to the library in person or renew your books online.
M: I’d rather do it online. What’s the website address?
W:   It’s www.townlibrary.com. Just click ‘My Library Account’ and you will find the renewal 

option.
M: OK. Thanks for your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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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대처 방법 대화를 듣고 화자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 유형이다. 

대화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세부 정보를 잘 듣고 이러한 목적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한

다. “Can I renew my books?”라는 남자의 질문에 여자가 “You can either come to the library in 

person or renew your books online.”이라고 대답하는 말에서 남자가 도서 대출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화나 담화의 세부 내용에 관한 사실적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

제 유형이다. 듣기 지문에 묻고자 하는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지문의 대략적 의미

와 연계되어 강조가 된다. 3급 듣기 시험에서는 수능 시험에서 출제되는 화자가 부탁한 일 혹은 할 

일 찾기 문항 이외에도 내용 (불)일치/언급 유무 찾기 문제가 출제된다.

내용 (불)일치와 관련하여, 3급 듣기 시험에는 수능시험에는 없는 전혀 새로운 유형이 있다. 이 

유형은 4개의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림과 설명이 일치하는지 또는 일치하지 않는지를 파악

하는 문제이다.

[예시 1]

다음을 듣고, 각 그림과 그에 대한 설명이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script]

W:                                     

One.

A man is fixing his bicycle.

Two.

A woman is lying on a bench.

유형 3. 내용 일치(불일치), 요청(요구, 부탁한 일), 화자가 할 일 찾기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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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An old man is taking a picture of birds.

Four. 

A boy is walking his dog.

유형 대처 방법 주어진 그림과 설명이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첫 번째 그림에서는 한 남

자가 자전거를 타고(riding) 있으며, 고치고(fixing) 있지 않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한 여자가 달

리고(running) 있으며, 누워(lying) 있지 않다. 세 번째 그림에서는 한 노인이 새에게 먹이를 주고

(feeding birds) 있으며, 새 사진을 찍고(taking a picture of birds) 있지 않다. 네 번째 그림에서는 

한 남자가 자기 개를 산보시키고(walking his dog) 있다.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을 설명하는 말이 정

확한지 파악하기 위해 기본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을 익혀둘 필요가 있다. 

[예시 2]

대화를 듣고, 광고지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script]

[Phone rings.]

W: Hello?

M: Honey, it’s me. I just came across an ad for the perfect apartment for us.

W: Oh, did you? How many bedrooms does it have?

M: Three, and it has two bathrooms.

W: Sounds good. It’s within walking distance from the subway, right?

M: Sure. It says it’s very close to Union Station.

W: Then the rent must be expensive.

M: Not really. 700 dollars a month and an extra 20 dollars for p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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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Well, I think it’s a little expensive.

M: But there is no deposit. Plus, pets are allowed.

W: Okay. Let’s take a look at the place tomorrow.

[예시 3]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고르시오.

[script]

M: What a beautiful garden! Did you do everything yourself?

W: Yes. It took me over six months. I even put up the swing in the tree.

M: Nice! I also like the sunflowers.

W: Thanks. They are my favorite. What do you think of my pond?

M: It looks right out of a picture book. The fountain in the middle of the pond is a great idea.

W: Yeah. I’m glad you like it.

M: The table in the middle of the garden is perfect for an outdoor meal on a sunny day.

W: Right. Why don’t you come over next week for a barbecue?

M: Sure. I’d love to.

유형 대처 방법 대화를 들으면서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전단지(예시 2)나 그림(예시 3)에서 고르

는 유형이다. 대화의 전반적인 내용과 흐름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되 선택지에서 제시가 되는 세부 내

용을 집중하여 들어야 한다. 듣기에 앞서 주어진 선택지를 빨리 살펴보고 여기서 제시되는 표현([예

시 2]의 경우, 3 bedrooms and 2 bathrooms, subway nearby, $700 a month, free parking, no deposit, 

pets okay)을 토대로 들을 내용을 예측하면 지문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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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시각 자료를 보면서 대화나 담화를 듣고 정보를 파악하거나 언급된 내용을 찾는 능력을 평

가하는 문항 유형이다. 이 문항 유형에서는 차트 정보 찾기와 일치 찾기(그림, 지도 클릭형 문항) 

문항이 있는데, 중요한 점은 대화나 담화를 들으면서 동시에 시각 자료에 제시된 내용을 모두 이해

하여야만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치 찾기(그림, 지도 클릭형) 문제는 대화나 담화의 내용을 

듣고 적절한 그림을 마우스를 사용하여 클릭하는 것으로서 3급 듣기 시험 문항 중 IBT 시험의 특

성을 가장 잘 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에게 생소할 수 있다.

[예시]

대화를 듣고, 현재 여자가 있는 위치를 그림에서 고르시오.

 

[Cell phone rings.]

M: Michelle, where are you? We were supposed to meet at the clock tower ten minutes ago.

W: I’m sorry, Harry. I’m lost. I have no idea where I am.

M: Oh, no. Tell me what you see around you.

W: Well, I just passed by the lion’s cage a few minutes ago.

M: Then can you see the ice cream store?

W: Ice cream store... No, but now I’m in front of the gorilla’s cage.

M: Oh, I know where you are. Stay there. I’ll be right there.

W: Okay. Are you nearby?

M: I’m not far. I’m near the elephants.

W: All right. I’ll see you soon.

유형 4. 위치, 도표 정보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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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5. 숫자 정보 찾기

유형 대처 방법 이 유형은 대화에서 나타난 특정 정보를 그림에서 찾는 문제이다. 주어진 예시문

과 같이 약도 같은 지도나 전경을 나타내는 그림이 주어진다. 남자의 질문, “Then can you see the ice 

cream store?”에 대해 여자가 “Ice cream store... No, but now I’m in front of the gorilla’s cage.”라고 대답

하는 말에서 여자가 ③의 고릴라 우리 앞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차트를 활용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듣

기에 앞서 주어진 지도를 신속하게 살펴봄으로써 듣게 될 대화의 내용을 예측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또한, 들려주는 대화와 주어진 약도를 동시에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화나 담화를 듣고 담화의 세부 내용에 관한 사실적 정보, 특히 숫자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 유형이다. 여러 숫자 정보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의 문맥적 

의미와 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시]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① $35      ② $40      ③ $60      ④ $100

[script]

W: Hi, Jason. What are you looking at?

M: I’m looking for a gift for my friend’s baby.

W: Do you have something in mind?

M: Maybe baby clothes or a blanket.

W: Oh, here is a pants set that only costs $35.

M: Well, the price is reasonable, but I don’t really like the color.

W: OK. What about this blanket, then? The original price is $100, but it’s 40% off.

M: Wow! So it’s only $60. I have to take it.

W: What a good deal! You’re saving $40.

유형 대처 방법 대화를 듣고, 숫자와 관련된 사실적 정보에 대한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 유

형이다. 대화에 단위가 비교적 단순한 숫자가 4개 정도 나오는데, 이들 숫자의 문맥적 정보를 이해

해야 답을 할 수 있다. 여자의 말, “Oh, here is a pants set that only costs $35.”에서 $35가 바지 세

트 가격임을 알 수 있다. 여자의 말, “What about this blanket, then? The original price is $100, 

but it’s 40% off.”에서 $100가 담요의 원래 가격인데 40% 할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남자의 

응답, “So it’s only $60.”에서 담요의 실제 가격이 $60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추론적

인 계산이 아니라 제시된 숫자의 문맥적 의미 파악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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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6. 1지문 2문항

1지문 2문항 형태의 담화 문제에서 한 문항은 추론적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이며 다른 한 문항은 

사실적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한 문항은 주제/요지 찾기와 목적 파악과 같은 중심 내

용 이해 능력을 평가하고, 다른 문항은 (불)일치/언급 유무/세부 정보 등의 이해 능력을 평가한다.

[예시]

다음을 듣고, 제시되는 두 문항에 답하시오.

1.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고르시오.

① 호텔 요리사 연수 ② 학교 식당 직원 교육

③ 식품 회사 직원 채용 ④ 학교 급식 업체 선정 기준

2. 남자가 언급하지 않은 사항을 고르시오.

① 요리 지침 ② 배식량

③ 청결 상태 ④ 직원의 태도

[script]

M:   Welcome back, everyone! As we start the new school year, I would like to remind you of 

some important things when cooking and serving school lunches. First of all, please be sure to 

use the proper cooking directions. Remember that we have standardized cooking directions for 

every item we serve. By following directions, we can maintain the quality of our food. Second, 

don’t forget to serve the proper amount of food to each student. Proper serving sizes can be 

found on the Serving Chart posted on the board. Lastly, and most importantly, be kind to all 

students since all of them are our valuable customers.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유형 대처 방법 이 예시문은 학교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주어진 말을 듣고 의미를 이해하는 능

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남자가 처음 부분에서 하는 말, “remind you of some important things”와 

이어지는 말, “be sure to use the proper cooking directions”와 “don’t forget to serve the proper 

amount of food to each student” 그리고 “be kind to all students”에 의해 남자가 학교 식당 직

원을 교육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의 말에서 “cooking directions”가 반복되고, “proper 

amount of food” 또는 “proper serving sizes”가 나오고, “kind to all students”라는 언급은 있지만, 

청결 상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언급되지 않은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말을 들으면서, 말

에서 언급된 선택지를 제외시켜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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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소에 어떻게 학습하나요?

듣기 3급 시험에 대비하여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미 설명한 유형별 특징을 염두하여 

많은 문제를 풀어보며 각 유형에 대한 문제 풀이 전략을 터득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듣기의 기본기부터 닦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과정에서 정의하고 

있듯이, 듣기 영역에서는 말과 대화의 ‘중심 내용 파악’, ‘세부 내용 파악’, ‘논리적 관계 파악’, 그리

고 ‘맥락 파악’이라는 기본적인 듣기 이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표 Ⅱ-1-6]에서 제시된 것과 같

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듣기 전략을 익히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위의 듣기 전략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제 풀이에 의존하지 않고 각 

전략에 적합한 여러 학습 활동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3급 듣기 시험은 전체가 실용문으로 구성되

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소재와 형식의 생활영어를 듣고 의미를 파악하는 연

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학교 및 사회생활과 관련한 공지 사항, 안내 방송, 짧고 쉬운 각종 

매체 방송, 공익 광고, 상업 광고 등과 더불어 특정한 진로나 직업과 관련한 대화나 말을 주기적으

로 들어 이들 실용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나 표현의 발음과 쓰임, 그리고 의미를 익혀야 한다.

듣기 전략 핵심 내용

중심 내용 듣기

•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모든 단어까지 하나하나 듣고 뜻을 이해하지는 않는다. 

말의 90퍼센트를 이해하지 못하고 10퍼센트만 이해하더라도 만약 이 10퍼센트에 중심 내용

이 들어 있다면, 대화를 이어갈 수도 있다. 중심 내용이란 말한 것을 전부 아우르는 핵심 사상

을 의미한다.

세부 내용 듣기

• 화자는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를 설명하거나 예시하거나 보충한다. 이

런 추가적인 설명이나 예를 세부 내용이라고 한다. 세부 내용은 대의만큼 일반적이지 않지만 

대의를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화나 담화에서 주요 세부 내용을 어느 정

도 이해하면 대의를 파악할 수 있고, 역으로 대의를 이해하면 주요 세부 내용을 어느 정도 파

악할 수 있다.

특정 정보 듣기

•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말한 것 중에서 필요한 특정 정보만을 골라 듣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때 필요한 전략이 바로 특정 정보를 골라 듣는 전략이다. 특정 정보와 관련된 말에 주의를 집

중하여 듣고 나머지는 이를 알아듣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전략이 바로 특정 정보 듣기 

전략이다.

숫자 정보 듣기

•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할 때, 사람들은 흔히 주요 정보를 수나 양으로 제시한다. 이를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수와 양의 표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듣는 연습을 해야 

한다. 특히, thirteen과 thirty와 같이 혼동하기 쉬운 숫자들은 여러 맥락 속에서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발음을 숙지해야 하고, 백 단위, 천 단위 숫자도 어떻게 읽고 발음하는지 익혀야 한다.

[표 Ⅱ-1-6] 주요 듣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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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읽기
가. 무엇을 평가하나요?

(1) 평가 목표와 소재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3급의 읽기 영역은 수험생들이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등학

교 3학년의 읽기 성취 기준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그리고 주로 실용적 목적의 글을 읽고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3급에서는 글에 사용되는 어휘가 2급보다 낮

은 수준이고 글의 길이도 더 짧은 편이다. 2009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영어 과목군과 

실용영어 과목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읽기 영역 성취 기준을 요약하면 [표 Ⅱ-2-1]와 같다.

3급 시험은 소재의 구성 비율에 있어서 2급과 차등을 두는데, 읽기 3급에는 실용적 성격의 글이 

70%, 기초 학술적 성격의 글이 30% 정도 포함되며, [표 Ⅱ-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친숙하고 다양한 소재의 글들이 활용된다.

영역 성취 기준 세부 성취 기준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 글을 읽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한다.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 글을 읽고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논리적 관계를 파악한다. • 글을 읽고 내용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한다.

맥락을 파악한다.

• 글을 읽고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을 파악한다.

• 글을 읽고 필자의 심정이나 태도를 파악한다.

• 글을 읽고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다.

[표 Ⅱ-2-1]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읽기 영역 성취 기준

상위 분야 하위 분야 (예시)

기초학술

(30%)

•인문, 사회,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교육 등에 관한 내용

•과학, 기술, 컴퓨터, 정보통신, 우주, 해양, 환경, 탐험 등에 관한 내용

•예술, 문학, 인류학, 철학 등에 관한 내용

•노동, 직업, 진로, 양성 평등, 고령화, 복지, 인구문제, 청소년 문제 등에 관한 내용

•문화, 공중도덕, 질서의식, 민주시민, 봉사정신, 협동정신 등에 관한 내용

실용

(70%)

•교통, 통신, 쇼핑, 주거, 식당, 병원, 미용실 등 일상에 관한 내용

• 교통편(버스, 기차, 비행기) 예약, 공연, 전시회, 스포츠, 취미, 요리, 호텔, 공공장소 등 여행·여가에 

관한 내용

•수업, 교우관계, 생일 파티, 졸업, 상담, 과제, 시간표, 도서관, 시험, 성적 등 가정·학교에 관한 내용

•서식, 문서작성, 채용, 급여, 마케팅, 안내 및 공지, 광고, 매뉴얼 등 직업·업무에 관한 내용

[표 Ⅱ-2-2]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읽기 3급 소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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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3급에서 다루는 기초 학술적 성격의 글이란 다양한 학문 분야의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내

용의 글로서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의 

학술적 정보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소개하는 글을 의미한다. 실용적 성격의 글이란 편지(이메일 포

함), 안내문, 광고문, 상담 내용, 도표나 시각적 정보를 포함한 자료와 같이 분명한 실용적 목적을 

가지고 쓴 다양한 소재의 글을 말한다.

(2) 문항 유형

읽기 3급에서는 교육과정의 읽기 영역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종합적 

이해라는 세 가지 행동 영역에 대하여 문항을 출제하는데, 그 세부 문항 유형과 출제 비율은 [표 Ⅱ

-2-3]에 정리되어 있다. 읽기 3급에 포함되는 문항 유형은 수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수능의 일

부 유형들은 삭제되었다. 특히, 수능에서 어렵게 느껴지던 빈 칸 채우기는 거의 출제되지 않으며, 

시각 자료 및 실용적 자료를 이용한 세부 내용 확인 문항이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된다.

읽기 3급에서는 [표 Ⅱ-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능과 유사한 길이의 글이 시험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속도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다만, 어휘 수준이나 글의 복잡

도 측면에서 수능보다 쉽고, 질문과 선택지도 우리말로 쓰여 있으므로 평균적으로 문항당 영어로 

읽어야 할 분량은 수능보다 적은 편이다.

평가 영역 문항 유형 출제 비율(%)

사실적 이해

언급되지 않은 것 찾기/사실 정보 찾기

44일치/불일치 찾기

도표 활용 정보 찾기

추론적 이해

주제/제목/요지 찾기

48
목적/주장 찾기

빈칸 채우기

지칭/지시대상 찾기

종합적 이해
그림의 순서 파악

8
글의 내용 순서 파악

[표 Ⅱ-2-3]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읽기 3급 문항 유형

독해의 종류 지문 당 문항 수 지문의 단어 수

단문 독해 1지문 1문항 110~135

장문 독해
1지문 2문항 170~200

1지문 3문항 210~240

[표 Ⅱ-2-4] 읽기 3급 문항 유형 당 문항 수와 지문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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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형별로 어떻게 준비하나요?

3급 읽기 시험은 수능과의 유사점이 많고, 수능에서 어렵게 느껴지던 유형들이 제외되었으며, 상

대적으로 쉬운 읽기 과업이 주로 포함된다. 따라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특별한 공부 방법이 요구

되지 않는다. 교과서의 지문 혹은 그와 비슷한 수준의 글을 많이 읽되, 서신, 광고, 홍보 및 지시문, 

신문 및 잡지 기사, 인터넷 홈페이지 양식과 도표 설명 등 다양한 실용적 성격의 글에 친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기본적인 어휘력, 그리고 문장을 신속하고 유창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읽기

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어휘력 확장과 문장 분석 능력을 기르는 데 힘써야 한다. 유형별로 

효과적인 공부 전략에 익숙해지는 것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글에 제시된 정보를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찾는 

문항들이 출제된다. 세부 정보가 많이 포함된 단문 독해에서 주로 활용되는 문항 유형이다.

[예시]

다음 글에서 묘사된 의자의 특징으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We finally received our mail order of a brand-new Think Desk Chair. It has highly 

adjustable arm rests. The arms can move forward, backward, move sideways, and adjust up and 

down, so you can find a natural position that comfortably supports the wrists and shoulders. 

The chair also includes a headrest, which can support your head securely in the right position. 

Another thing we really like about the chair is the metal crossbars running along the back. 

This approach seems to provide the most effective back-support design. The Think Desk Chair 

would be the perfect choice for everyone!

유형 1. 언급되지 않은 것(사실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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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대처 방법 먼저 글을 가급적 빠르게 읽어 글의 전체적 흐름을 파악한다. 글을 신속하게 읽고 

주요 세부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다면, 언급되지 않은 선택지를 쉽게 고를 수 있을 것이다. 하

지만 글의 세부 내용이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없을 때, 선택지의 내용이 글에 언급되었는지 하나

씩 점검해 나가면 된다. 혹시 생소한 표현이나 어려운 구문으로 인해 글에서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글을 한 번 더 차분하게 읽어보면 세부 정보가 언급되었는지를 확실

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글에 제시된 정보를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단문독해와 장문독해에서 내용 일

치 혹은 내용 불일치를 묻는 문항을 활용한다. 이 유형은 3급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유형이며, 각 

선택지의 내용이 글의 세부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예시]

수강취소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You may cancel your class without penalty within 5 days of registration. If the school gave 

you any materials, you must return them along with a cancellation notice. Due to the time needed 

to process your documents, the payment you have made cannot be returned to you immediately 

after you hand in your cancellation notice. To cancel the registration for school, mail a signed and 

dated copy of the cancellation notice to Mr. John Smiths at 1820 Westwind Drive, Bakersfield, 

CA 93301. Remember, you must cancel in writing. You do not have the right to cancel just by 

telephoning the school, by not coming to class, or by not sending in your assignments.

① 수강 등록 후 일주일 후에 취소 시 위약금이 없다.

② 학교에서 배부한 자료는 취소 신청서와 함께 반납해야 한다.

③ 수강 취소 신청서 제출 즉시 환불이 가능하다.

④ 수강 취소는 전화로도 가능하다.

유형 대처 방법 먼저 글을 가급적 빠르게 읽어 글의 흐름과 주요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주요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선택지 중에서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것을 쉽게 고를 수 있을 것이

다. 하지만 글의 세부 내용이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없을 때, 선택지가 글에 제시된 내용과 동일한 순

서로 배치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선택지의 내용과 글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하나씩 점검해 나가야 한다. 

어려운 어휘나 문법 때문에 글에서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자신의 배경

지식과 문맥에 근거하여 최대한 추론한 뒤 선택지의 내용과 글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유형 2. 일치/불일치 찾기(사실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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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 도표 활용 정보 찾기(사실적 이해)

주로 통계 자료에 대해 기술하는 글에 포함된 정보를 도표와 관련지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

해 단문독해에서 활용하는 유형이며, 빈번하게 출제되지는 않는다. 주로 글의 내용을 가장 잘 나타

내는 도표를 고르거나, 글의 내용과 도표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찾도록 한다.

[예시]

다음 글의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도표는?

Over half of the total global energy was consumed by only three countries in the year 2000. 

The largest energy consumer was the United States, which took up to 25% of the world’s total 

consumption. Russia was ranked second using up to 20% of the total consumption. China 

consumed twice as much as Japan, which was fourth with an average of 6% of the world’s 

total energy consumption. Canada was placed fifth using up to one third of Japan’s energy 

consumption. The problem is that most countries still tend to consume more energy than they 

produce, and the difference is met by energy imports.

*consume: 소비하다

유형 대처 방법 먼저 글을 신속하게 훑어 읽고, 어떤 통계 정보가 글로 표현되었는지 전체적 흐

름을 파악한다. 문항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도표를 고르는 유형일 때, 글에 제시된 통계 수치를 

IBT의 하이라이트(highlight) 기능을 활용하여 표시하면서 읽으면 도움이 된다. 이 때, 단순한 수

치보다 배수(예: 두 배) 혹은 차이(예: 누구보다 10이 적은 수치)를 나타내는 표현에 유의해야 한

다. 통계 정보 이외의 부분에서 등장하는 생소한 표현이나 어려운 구문은 정답을 찾는 데 큰 걸림

돌이 되지 않으므로, 구체적 통계 수치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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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4. 주제/제목/요지 찾기(추론적 이해)

글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글의 주요 내용을 추론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단문독해와 장문

독해에서 주제, 제목, 요지 등 다양한 유형의 문항을 활용한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유형에 해

당한다.

[예시]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With an aging population, senior centers are playing a more important role for elderly 

people, both mentally and physically. Elderly adults get together, eat and participate in various 

activities at senior centers. In fact, as people get older, they frequently become less active, 

which increases their chances of injury, illness and depression. Senior centers offer the elderly 

a chance to participate in many different programs, games and activities on a daily basis. They 

can learn new hobbies, volunteer for various programs or socialize with people of their own 

age. For senior citizens who have no immediate family or other people to help them, senior 

centers provide crucial information and guidance for daily tasks.

① 노인 복지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② 노인들은 젊은이들에 비해 삶의 지혜가 풍부하다.

③ 건강을 위해 노인들은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

④ 노인 복지관은 노인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형 대처 방법 먼저 주어진 글을 가급적 빠르게 읽어 전반적인 글의 흐름과 주요 내용을 파악

한다. 글에서 다루는 중심적인 내용이 주제에 해당하며, 주로 명사구의 형태로 선택지에 제시된

다. 설명문이나 논설문에서는 주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기 때문에 글에 반복되는 어구를 확

인하면 주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요지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주요 진술에 해당하며, 주로 

문장의 형태로 선택지에 제시된다. 필자는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이나 정보의 중요성을 강

조하는 어구를 활용하여 요지를 전달하며, 흔히 주제문에서 주제에 대한 주요 진술을 한다는 점

을 유념하면 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요지를 간결하게 

만든 것이 제목에 해당하며, 어구나 문장의 형태로 선택지에 제시된다. 제목 찾기 문제의 경우 먼

저 주제와 요지를 파악한 뒤, 이에 어울리는 제목을 골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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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5. 목적/주장 찾기(추론적 이해)

글에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글쓴이의 목적이나 주장을 추론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유형으로, 주

로 단문독해에서 서너 문항이 출제된다. 필자들은 글을 쓴 목적이나 하고 싶은 주장을 명시적 혹은 

비명시적 방법으로 글에 나타내는데, 이 근거들을 찾아야 한다.

[예시]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Dear Readers,

A magazine editor’s role is always to try to publish the best material available on a given 

topic. In my case, that means finding the best artists in the world and presenting their work in 

this magazine―a challenging task when you consider the size of the territory, the whole planet! 

And that’s where I need your help. For me, knowing who the best artists are in your country is 

next to impossible, but I bet you have your own opinions about who they are and where they can 

be found. Why not make a short list of the top five artists who are considered legends in your 

country? E-mail your list to me at editor@internationalart.com so that I can publish them in a 

future issue of this magazine. Thanks for your help.

Sincerely,

Vincent Taylor
Vincent Taylor

Editor

① 특집 기사로 다룰 주제를 추천하려고

② 훌륭한 예술가들을 추천하도록 부탁하려고

③ 최고 예술가 선정 투표에 참여를 독려하려고

④ 독자를 위한 미술 대회의 참가를 권유하려고

유형 대처 방법 먼저 주어진 글을 재빨리 훑어 읽고 글의 전반적 흐름과 주요 내용을 파악한다. 

두 번째 읽을 때에는 글의 목적이나 글쓴이의 주장은 충고, 주장, 제시, 설득 등에서 가장 잘 나타

나며, 특히, 명령문이나 의문문, 그리고 의무 등을 표현하는 부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목적이나 주장에 해당하는 선택지를 골라 이에 대한 충분한 단서들이 글에 포

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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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추론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유형이다. 수능

에서는 빈번히 활용되지만 읽기 3급에서는 장문독해의 일부로 출제된다.

[예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Reading opens the door to education and development. What is the best way to encourage kids 

to read? One American chain of pizza restaurants believes it has the answer: reward the kids for 

reading. Teachers set monthly reading goals and give them Pizza Award Coupons when kids reach 

the goals. The kids who bring a coupon to a local participating restaurant get a free pizza. Parents 

and teachers say the program works.

Consider other outcomes―like how kids feel about reading and whether they continue to read 

once the pizza program ends. In one experiment, psychologists had teachers introduce several 

new math games to their students and then for two weeks simply observe how much time kids 

spent playing them. In the third week, kids in some classrooms were rewarded for playing these 

same math games, and kids in other classrooms were not. As expected, the rewards increased the 

amount of time kids played the math games. But what happened several weeks later, when the 

rewards were discontinued? The kids who had received rewards suddenly lost interest in the math 

games and spent hardly any time on them. By contrast, those who were never rewarded continued 

to play the math games regularly.

This experiment shows how rewards sometimes __________ in activities like reading and 

math. When people see that their behavior is caused by some external factors like a free pizza, 

they neglect any internal factors like their own enjoyment of the activity.

1. 위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학습 활동에 대한 보상의 효과와 문제점

② 보상이 학생들의 독서능력에 미치는 영향

③ 학생들의 자신감 형성과 보상의 상관관계

④ 보상이 학업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영향

2. 위 글의 실험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교사들은 아이들이 수학게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지 관찰했다.

② 셋째 주에 일부 아이들은 동일한 수학게임 수행에 대해 보상 받았다.

③ 보상을 받았던 아이들은 보상 중단 후 수학게임을 거의 하지 않았다.

④ 보상을 전혀 받지 않은 학생들은 수학게임을 지속하지 않았다.

유형 6. 빈칸 채우기(추론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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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improve kids’ problem-solving abilities

② discourage kids’ cooperative behavior

③ weaken kids’ fundamental interest

④ activate kids’ hidden creativity

유형 대처 방법 먼저 글을 가급적 빠르게 훑어 읽어 전반적인 글의 흐름과 주요 내용을 파악한

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단어, 어구, 절 등이 될 수 있으며, 주로 빈칸 바로 전후에 제시되는 문맥상 

단서들을 통해 삭제된 말을 추론할 수 있다. 특히, 빈칸 전후에 오는 내용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

결되는지 파악하고, 빈칸 이후에 제시되는 단서들이 예시, 추가 설명, 대조와 비교, 원인과 결과, 결

론 등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나 모르는 어구에 치중하

지 말고, 글의 전체적 흐름을 그려볼 수 있다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쉽게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글에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어구나 대명사가 가리키는 바를 추론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

해 단문독해와 장문독해에서 각각 한 문항 정도씩 출제된다. 이 유형에서는 어구나 대명사가 지칭

하는 바를 선택지 중에서 고르거나, 밑줄 친 어구나 대명사들 중 지칭하는 바가 다른 것을 고르는 

문항이 출제될 수 있다.

[예시]

밑줄 친 his[he]가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Having been around Michael since he was a kitten, Irving may have thought of himself as a 

person rather than a cat. When ①his death came, it was a terrible moment for Michael, who had 

come to think of Irving as his close and beloved friend. He was there for Michael whenever he 

needed warmth, companionship, and love, which is not a small thing. At first, when Irving died, 

②he was not sure about having another cat. No cat, ③he felt, could replace Irving and resisted 

suggestions to look for a new kitten. With a certain amount of guilt, his thoughts eventually 

turned toward another cat―not exactly a “replacement,” since no cat could completely replace 

Irving in ④his life―but perhaps a substitute.

유형 7. 지칭/지시대상 찾기(추론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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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대처 방법 다른 유형에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글을 빠르게 읽어 전반적인 글의 흐름을 파악

해야 한다. 특정 어구나 대명사가 가리키는 바는 흔히 가까운 곳에서 단서들이 제시되므로, 특정 

어구 및 대명사 바로 앞뒤의 글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대명사의 지칭은 대체로 동일한 단락 내

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대명사가 가리키는 바를 연결해가면서 해당 단락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

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글이 묘사하는 사물, 현상, 동작, 특징 등에 맞는 그림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항이다. 이 유형은 

(A), (B), (C), (D) 각 그림을 마우스를 이용해 각각 드래그앤드롭(drag & drop) 방식으로 이동하

여 원하는 순서대로 배열하도록 되어 있다.

[예시]

다음 글의 내용에 따른 그림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Euro is the result of an ambitious project by the European Union (EU) to create a single 

currency for most of Western Europe. All Euro coins of the same value share the same ‘common 

face,’ but each country has its own ‘national face’ design on the opposite side of the coin. Let’s 

take a one-euro coin as an example. If it is made in Italy, a drawing showing the ideal portions 

of the human body appears on it. On the French coin, a tree, symbolizing life, continuity and 

growth, appears. The German coin has the Federal eagle, a traditional symbol of Germany, set 

among the stars of the European Union. The Finnish one-euro coin features two flying birds.

*currency: 통화, 화폐

① (B)-(D)-(A)-(C)   ② (B)-(D)-(C)-(A)

③ (D)-(B)-(A)-(C)   ④ (D)-(B)-(C)-(A)

유형 대처 방법 먼저 제시된 그림들을 본 뒤, 글을 훑어 읽고, 글의 흐름과 주요 내용을 파악한

다. 다시 글을 천천히 읽으면서 글 내용 중 각 부분이 어느 그림에 해당하는지 순서대로 나열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이 때 생소한 어휘나 문법 사항이 있더라도 문맥상 단서들을 활용하면 글의 

각 부분과 그림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글을 읽어나가면 된다.

유형 8. 그림의 순서 파악(종합적 이해)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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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9. 글의 내용 순서 파악(종합적 이해)

글의 첫 단락에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어질 단락들의 순서를 정하는 능력, 즉, 글의 논리적 구

성과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장문독해에서 출제된다.

[예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It was the last football game of Brian’s senior year, and a message came that his father had 

died. When the coach found out, he decided to tell Brian before the game, knowing he probably 

would choose not to play. But instead of reacting sadly, Brian just took it calmly and said, “I’ll 

leave right after the game.”

(B)
With tears streaming down his cheeks, Brian replied, “You didn’t know my father was blind, 

did you? Coach, this was our last game. I am a senior. I had to play. Also, this was the first time 

my dad has ever seen me play up in heaven, and I had to play like I never played before.” 
(C)

In the locker room, the other players showered with Brian. They were surprised at his lack of 

sorrow. Brian was casual and seemed happy as if nothing had gone wrong. The coach was angry 

and worried that he had taught his players to focus too much on sports. He asked Brian, “Why did 

you play the game? Your father is dead. I’m ashamed of you and of myself.”
(D) 

The coach was surprised at Brian’s response. He had heard Brian speak highly of his father and 

expected him to grieve. When he didn’t, the coach said, “Brian, you don’t have to play. This game 

isn’t that important.” Brian ignored him and played the game anyway. And play he did. Brian was 

the star, leading his team to victory.

1. 위 글 (A)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B) - (C) - (D)  ② (C) - (B) - (D)

③ (C) - (D) - (B)  ④ (D) - (C) - (B)

유형 대처 방법 글을 읽으면서 첫 단락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그 이후에 이어질 내용

을 판단하여 단락들의 순서를 정해야 한다. 단락들이 어떤 순서로 와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에는 글

의 구체적 내용이나 연결어 등과 같은 단서가 도움이 된다. 특히, 사실 전달의 글에서는 시간적 흐

름, 그리고 설명이나 설득을 위한 글에서는 추가 설명, 예시, 나열, 비교와 대조, 문제와 해결, 원인

과 결과, 결론 등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여 글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순서를 정

한 다음에는 글을 한 번 더 읽어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확인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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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독해에서는 실용적 또는 기초 학술적 소재를 다룬 비교적 긴 글에 대해 중심내용 파악, 세부정

보 파악, 단락 순서 파악, 지칭어 추론 등의 다양한 유형의 문항들이 출제된다.

[예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Reading opens the door to education and development. What is the best way to encourage kids 

to read? One American chain of pizza restaurants believes it has the answer: reward the kids for 

reading. Teachers set monthly reading goals and give them Pizza Award Coupons when kids reach 

the goals. The kids who bring a coupon to a local participating restaurant get a free pizza. Parents 

and teachers say the program works.

Consider other outcomes―like how kids feel about reading and whether they continue to read 

once the pizza program ends. In one experiment, psychologists had teachers introduce several 

new math games to their students and then for two weeks simply observe how much time kids 

spent playing them. In the third week, kids in some classrooms were rewarded for playing these 

same math games, and kids in other classrooms were not. As expected, the rewards increased the 

amount of time kids played the math games. But what happened several weeks later, when the 

rewards were discontinued? The kids who had received rewards suddenly lost interest in the math 

games and spent hardly any time on them. By contrast, those who were never rewarded continued 

to play the math games regularly.

This experiment shows how rewards sometimes 　　　　　　　　　 in activities like reading 

and math. When people see that their behavior is caused by some external factors like a free 

pizza, they neglect any internal factors like their own enjoyment of the activity.

1. 위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학습 활동에 대한 보상의 효과와 문제점

② 보상이 학생들의 독서능력에 미치는 영향

③ 학생들의 자신감 형성과 보상의 상관관계

④ 보상이 학업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영향

2. 위 글의 실험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교사들은 아이들이 수학게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지 관찰했다.

② 셋째 주에 일부 아이들은 동일한 수학게임 수행에 대해 보상 받았다.

③ 보상을 받았던 아이들은 보상 중단 후 수학게임을 거의 하지 않았다.

④ 보상을 전혀 받지 않은 학생들은 수학게임을 지속하지 않았다.

유형 10. 장문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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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improve kids’ problem-solving abilities

② discourage kids’ cooperative behavior

③ weaken kids’ fundamental interest

④ activate kids’ hidden creativity

유형 대처 방법 장문 독해는 글이 길기 때문에 긴장하거나 초조해지기 쉽다. 한 지문을 읽고 두

세 문항을 풀어야 하므로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먼저 글을 가급적 빠르게 

훑어 읽고 어떤 주제에 대해, 어떤 주요 내용들이 다루어졌는지 파악한다. 그리고 문항들에 포함된 

질문들을 정확히 이해하여, 어디에 초점을 두고 글을 다시 읽을지 결정해야 한다. 흔히, 문항들은 

글의 내용 순서에 맞게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각 문항이 글 전체 혹은 개별 단락에 관

한 내용을 묻는지 유의해야 한다. 끝으로, 각 문항이 요구하는 바에 맞게 앞에서 설명한 문항 유형 

중 해당하는 요령을 활용하여 문항에 답하면 된다.

다. 평소에 어떻게 학습하나요?

읽기 3급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형별로 많은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각 유형에 대한 

문제 풀이 전략을 터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읽기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읽기의 기본기부터 닦을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에서 정의하고 있듯이, 읽기 영역에서는 글의 ‘중심 

내용 파악’, ‘세부 내용 파악’, ‘논리적 관계 파악’, 그리고 ‘맥락 파악’이라는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효과적인 읽기 전략을 익히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표 Ⅱ-2-5] 주요 읽기 전략

읽기 전략 핵심 내용

미리보기

(previewing)

• 정보 파악을 위한 읽기에 앞서 제목, 소제목, 사진 등의 자료를 보고 지문의 구성이

나 내용을 미리 살펴본다.

예견하기

(predicting)

• 지문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지문의 내용과 어휘를 예측하고 독

해 정도를 가늠해본다.

• 지문의 종류와 목적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글의 구성을 예측해본다.

훑어읽기

(scanning/skimming)

• 신속하게 특정 정보 또는 사실을 찾아내며 지문을 읽는다.

•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지문을 빨리 선택적으로 띄어 읽는다.

추측하기

(guessing from context)

• 주제나 지문에 제시된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파

악한다.

바꾸어 말해보기

(paraphrasing)
• 지문을 읽은 후 제시된 정보와 내용을 말해봄으로써 독해 정도를 가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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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읽기 전략을 효과적으로 익히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제 풀이에만 의존하지 말고 각 전략에 

적합한 여러 학습 활동을 통해서 읽기의 기본기를 익혀야 한다. 평소에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읽기 

전략을 학습하고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시험에 대비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실용적 성격의 글을 많이 접하여 그 형식과 내용에 친숙해지자.

- 교과서의 지문과 비슷한 수준의 글을 많이 읽자.

- 너무 어렵거나 쉬운 글은 피하고, 적당한 수준의 글을 읽자.

- 가급적 빨리 읽고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는 습관을 기르자.

- 모르는 부분에 집착하지 말고 글의 전체적 흐름과 주요 내용에 집중하며 읽자.

- 자주 사용되는 어휘, 문법, 글의 수사적 구조 등에 익숙해지도록 하자.

- 자신 만의 낱말장이나 노트를 정리하며 영어의 기초를 다지자.

- 검사지에 포함되는 주요 문항 유형을 숙지하고 유형에 맞는 읽기 전략을 연습하자.

- 영어 읽기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성공적인 읽기 경험을 많이 하자.

마지막으로, 그림이나 도표와 같은 시각적 정보를 제시하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는 읽기 3급 시험

에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읽기 전략을 학습하는 것 이외에 글의 내용과 주어진 시각정보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사물의 모양을 묘사한 자료를 읽

을 때는 기술되는 사물의 모양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글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수치 정보를 포함

하여 서로 다른 개체를 비교하는 도표를 포함한 글에서는 주어진 시각자료와 글의 내용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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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말하기
가. 무엇을 평가하나요?

(1) 평가 목표와 소재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말하기 3급은 학교 영어 교육을 충실히 받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국

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 기준에 부합하는 영어 말하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한

다. 말하기 3급에서는 영어과 교육과정의 말하기 영역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기본적인 의사소통기

능을 구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2009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실용영어 

과목군에서 제시하는 말하기 영역 성취 기준을 요약하면 [표 Ⅱ-3-1]과 같다.

 

[표 Ⅱ-3-1]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실용영어 말하기 영역 성취 기준

영역 성취 기준 세부 성취 기준 

중심 내용에 대하여 말한다. • 실생활 중심의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듣거나 읽고 중심 내용에 대하여 말한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 말한다. • 실생활 중심의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듣거나 읽고 세부 내용에 대하여 말한다.

의견이나 감정을 말한다.
• 실생활 중심의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말한다.

• 실생활 중심의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다.

정보를 교환한다.

• 실생활 중심의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묻고 답한다.

• 실생활 중심의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그림, 표, 도식 등을 활용하여 설명한다.

• 실생활 중심의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상황과 목적에 맞게 묻고 답한다.

• 실생활 중심의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자료를 요약하여 발표한다.

말하기 3급의 소재는 학생들이 실용영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소재 위

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일상생활과 친숙한 일반적인 화제 및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

낄 수 있는 소재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탐구능력,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말하기 3급은 2급과 달리 전적으로 실용적 성격의 소재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소재 분

야는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표 Ⅱ-3-2]와 같다.

[표 Ⅱ-3-2]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말하기 3급 소재 분야

상위 분야 하위 분야(예시)

실용

(100%)

•개인생활

•가정생활(의식주 포함)

•사회생활(대인 관계 포함)

•생활 습관, 건강, 운동

•여가(취미, 오락, 여행 등) 

•자연현상(동·식물, 계절, 날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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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항 유형 및 평가 영역

말하기 3급은 그림보고 질문에 답하기, 연계 질문에 답하기, 그림 묘사하기, 문제 해결하기의 네 

가지 유형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 시간은 총 15분이 소요된다. 그림보고 질문에 답하기 

문항에는 3개의 하위문항, 연계 질문에 답하기 문항에는 짧은 4개의 하위 문항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그림 묘사하기, 문제 해결하기는 각 1문항씩 출제된다.

말하기 3급의 첫 번째 문항인 그림보고 답하기는 제시된 그림에 대한 간단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문항이다. 두 번째 문항인 연계 질문에 답하기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지듯 4개의 연계된 

질문에 답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세 번째 문항은 그림 묘사하기로서, 6개의 연계된 그림을 보고 이

야기를 구성하여 응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하기 문항은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해 적절

한 조언이나 충고 혹은 제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말하기 3급 시험의 모든 문항에는 준비 

시간이 주어지며 각 문항마다 정해진 응답 시간이 있다. [표 Ⅱ-3-3]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말

하기 3급의 문항 구성을 요약·정리하고 있다.

[표 Ⅱ-3-3]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말하기 3급 문항 유형

문항 번호 문항 유형 하위 문항 수 준비 시간 응답 시간

1 그림보고 답하기 3 10초 15초

2 연계 질문에 답하기 4 5초 15초

3 그림묘사하기 1 1분 1분

4 문제해결하기 1 1분 1분

말하기 3급에서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은 과제완성, 유창성, 언어사용, 구성력, 발음이라는 다섯 

가지 영역에 의하여 평가된다. 아래의 [표 Ⅱ-3-4]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과제완성 영역은 학생들

이 주어진 과제 및 하위 문항을 수행한 정도와 주어진 주제에 적절한 내용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유창성 영역은 발화속도의 적절성과 머뭇거림 없는 자연스러운 발화의 유지 정도에 초

점을 둔다. 또한, 구성 영역은 발화의 논리적 연결성과 발화 내용의 일관성 및 응집성을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언어사용 영역은 표현과 어법의 정확성 및 적절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본다. 마지막으로 발음 영역에서는 발음의 명확성 및 이해가능정도를 평가하는데, 이 때 ‘원

어민 발음’과 같은 특정 지역의 발음 기준은 배제되기 때문에 학생의 발음이 원어민에 얼마나 가까

운가보다는 얼마나 명확하고 알아듣기 쉬운지에 초점을 두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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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영역별 시험 준비, 이렇게 하세요!

[표 Ⅱ-3-4]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말하기 3급 평가 영역 및 내용

평가 영역 주요 평가 내용

과제완성

(Task Completion)

•  주어진 과제의 수행 정도

•  주어진 주제에 맞는 내용의 적절성

•  하위 문항의 수행 정도

유창성

(Fluency)

•  발화속도의 적절성

•  머뭇거림이 없이 자연스러운 발화 유지 정도

구성

(Discourse Organization)

•  발화의 논리적 연결성

•  발화 내용의 일관성/응집성

언어사용

(Language Use)

•  어법의 정확성

•  표현의 정확성

•  어휘사용의 적절성

발음

(Pronunciation)

•  발음의 명확성

•  이해가능정도(intelligibility)

•  ‘원어민 발음’과 같은 특정 지역의 발음 기준 배제

나. 유형별로 어떻게 준비하나요?

말하기 3급의 유형별 예시 문항을 살펴보면서 유형별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그림보고 질문에 답하기 문항에서는 일상적인 주변의 인물, 사물, 사건에 대한 그림이 주어지고 그

림에 대한 질문이 영어로 주어진다. 문항의 소재는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일상생활에 관

한 다양한 그림이 주어지고 그림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에 대한 질문 또는 그림 속에 묘사된 장소나 

등장인물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질문이 Yes/No 의문문 혹은 Wh-의문문의 형태로 주어진다. 

그림보고 질문에 답하기 문항의 발문은 음성 언어로 들려주는 동시에 화면에도 제시된다.

[예시]

다음의 제시된 그림을 보고 각각의 질문에 한 두 개의 완전한 문장으로 답하세요. 신호음이 들린 

후 15초 동안 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짧은 신호음 후에는 응답을 멈춰야 합니다. 이제 시작하겠

습니다.

유형 1. 그림보고 질문에 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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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a: What are they doing?         1-b: Does he look happy?         1-c: Where is he?

유형 대처 방법 그림 보고 질문에 답하기는 그림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의 문항이

다. 예를 들어 그림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특징을 비교할 수도 있고, 등장인물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묘사할 수도 있으며, 등장인물이 있는 곳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수도 있다. 그림보고 질문

에 답하기에서 기억해야 할 점은 한 개의 질문에는 묻는 내용이 한 가지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따

라서 답변을 할 때에는 질문에서 직접적으로 묻는 내용에 대한 응답만 한다. 예를 들어 예시 1-a에

서 “What are they doing?” 이라는 질문에 “They look happy”처럼 등장인물의 기분을 묘사한다

고 해서 추가적인 응답에 대한 가산점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질의 내용에 대해서만 충실하게 완전

한 문장으로 응답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 문항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친구나 가족과 서로 묻고 답하는 연습을 많이 해 보는 것이 좋다.

연계 질문에 답하기 문항에서는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주제에 관한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과 관

련된 네 가지 질문이 영어로 주어진다. 질문의 주제는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예로는 노래, 외국인 만남(자기소개), 이웃, 태양과 건강, 스포츠 선호도, 의사와의 대화, 여행 등이 

있다. 연계 질문에 답하기 문항의 발문은 음성 언어로 들려주는 동시에 화면에도 제시된다. 

[예시]

당신은 친구와 컴퓨터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는 당신에게 다음 네 가지 질문

을 합니다. 친구의 질문에 각각 한 두 개의 완전한 영어 문장으로 답하세요. 각 문항 당 5초의 준비

시간이 지나고 신호음이 들리면 15초 동안 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짧은 신호음 후에는 응답을 

멈춰야 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유형 2. 연계 질문에 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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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영역별 시험 준비, 이렇게 하세요!

2-a: How much time do you usually spend in a week using a computer?

2-b: What do you usually do with a computer?

2-c: Where do you use a computer more often, at home or at school?

2-d: Can you imagine your life without a computer?

유형 대처 방법 연계 질문에 답하기는 면접 방식의 문항 유형이다. 위의 예시 문항에서처럼 컴퓨

터를 사용하는 시간에 대해 묻고, 컴퓨터로 무엇을 하는지를 묻고, 어디서 주로 사용하는지를 묻

는 것처럼 하나의 주제에 대해 인터뷰하듯이 연결된 질문이 이어진다. 연계 질문에 답하기에서 

기억해야 할 점은 한 개의 질문에는 묻는 내용이 한 가지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답변을 할 

때에는 질문에서 직접적으로 묻는 내용에 대한 응답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얼마나 오

래 사용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부모님이 컴퓨터 사용 시간을 제한한다는 등의 추가적인 발언

은 하지 않아도 된다. 질문에서 직접적으로 묻지 않는 추가적인 응답을 한다고 해서 가산점을 받

지 않으므로, 질의 내용에 대해 완전한 문장으로 응답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 문항에 대

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친구나 가족과 서로 묻고 답하는 연습을 많이 해 

보는 것이 좋다.

그림 묘사하기 문항은 화면에 제시된 여섯 개의 그림을 보고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를 구성하여 주

어진 시간 안에 각각의 그림에 대한 묘사를 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

한다. 주제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예를 들어 남을 도와주다 지각한 이

야기, 치과에 간 이야기, 시골에서 돼지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이야기, 살이 쪄서 운동하기 시작한 

이야기 등이 있다.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과 답변 시간은 각각 1분씩 주어진다. 그림 묘사하기 문항

의 발문은 음성 언어로 들려주는 동시에 화면에도 제시된다.

[예시]

다음의 주어진 6개의 그림을 보고 그림에 적절한 이야기를 구성하여 말해봅니다. 1분의 준비시간

이 지나고 신호음이 들리면 1분 동안 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짧은 신호음 후에는 응답을 멈춰

야 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유형 3. 그림 묘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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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유형 대처 방법 그림 묘사하기 문항에서는 주어진 그림을 빼놓지 않고 모두 묘사하는 것이 중요

하다. 또한, 이야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 각각의 그림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연결사를 

사용해야 하는데, 시간의 흐름이 있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at first, 

at the beginning, first, then, after, at the end, eventually, finally, at last)을 연습해 두는 것이 좋다. 

평소 친구나 가족에게 그날 일어난 일상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 형식으로 설명하거나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이 문항에 대비하는 좋은 방법이다.

문제 해결하기 문항은 학생이 특정한 문제 상황을 듣고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

현하고 적절한 영어를 사용하여 제시된 사람에게 주어진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이 문항에서는 조언이나 충고, 제안이나 위로 등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

체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는데, 그 예로는 아파서 숙제를 못한 경우 선

생님께 양해를 구하며 상황 설명하기, 쇼핑 중독에 걸린 친구에게 충고하기, 내가 하고 싶은 꿈에 

대해 반대하는 부모님께 나의 의견을 제안하기, 옆집과 소음으로 인한 갈등 해결하기 등이 있다. 

앞의 문항과 마찬가지로 1분 동안 응답을 준비하여 1분 동안 답변해야 하며, 문항 발문은 음성 언

어로 들려주는 동시에 화면에도 제시된다.

[예시]

다음은 어떤 문제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1분 동

안 생각하세요. 신호음이 들리면 1분 동안 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짧은 신호음 후에는 응답을 

멈춰야 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유형 4. 문제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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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영역별 시험 준비, 이렇게 하세요!

One of your best friends borrowed your music magazine a month ago, but he did not give it 

back. You want him to bring the magazine back so that you can read about a famous violinist. 

What would you like to say to him?

유형 대처 방법 예시에서 주어진 문제 해결하기 문항에서 유의할 점은 논리적인 응답을 위해서 

먼저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상황을 간단히 요약하여 설명한 뒤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

거나 요청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해를 구하거나 요청 사항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좋다. [표 Ⅱ-3-5]은 문제의 해결하기 문항에 응답하는데 유용

한 표현들을 소개하고 있다.

[표 Ⅱ-3-5] 문제 해결하기 문항의 응답에 유용한 표현들

의사소통기능 예시문

사과하기

•I’m sorry.

•I’m terribly sorry.

•I’m sorry (I have) to tell you this, but~

•I made a mistake.

•It won’t happen again.

•I’ll be more careful next time.

요청하기/허가 여부 묻기

•Is it okay if I~

•Do you mind if I~

•May/Can I~

•Would it be a problem if~

•Would it be okay if~

•Would it be alright if~

다. 어떤 답안이 좋은가요?

말하기 3급의 평가 영역별 예시 답안을 살펴보면 각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과 기술이 필요한지 알아볼 수 있으며 좋은 답안에 대한 개념을 찾을 수 있다. 단, 유창성과 발

음 영역의 경우 예시 답안을 직접 들어보지 않고서는 평가 영역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과제완성, 구성, 언어사용 영역의 예시 답안들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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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완성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문제가 요구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그 요구사항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답을 해야 한다. 아래에는 그림보고 질문에 답하기

와 문제 해결하기 유형에서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답변들이 제시되어 있다.

[예시 1. 그림보고 질문에 답하기]

다음의 제시된 그림을 보고 각각의 질문에 한 두 개의 완전한 문장으로 답하세요. 신호음이 들린 

후 15초 동안 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짧은 신호음 후에는 응답을 멈춰야 합니다. 이제 시작하겠

습니다.

 

[학생 답안 예시]

1. No. She taller than the boy.

2. Family in the park.

3. He get on the bus.

이 답안은 동사 누락, 수의 일치, 관사 상에서 어법상의 오류를 보이고 있으나, 제시된 그림을 바탕

으로 각 질문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하고 있다. 이처럼 언어사용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더라도 그림

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표현을 이용하여 질문에 적절히 응답한다면 과제 완성 영역

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예시 2. 문제 해결하기]

You realized that you forgot to bring your homework to school. You want to explain to your 

teacher that you forgot to bring it, even though you really finished it. What would you say to your 

teacher?

과제완성(Task Completion)

①  Is the boy taller than 
the girl?

②  Where is the family? ③  What is the boy 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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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답안 예시]

Teacher, I’m so sorry to tell you that, but I don’t bring my homework. So I’m very sad. But, I 

want to show you my homework because I tried to do my homework very hard last night. So do 

you, would you have any chance to me bring my homework next day? Sorry, teacher.

이 답변은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는 말, 어제 숙제를 다 했으나 가져오지 못했다는 상황 설명, 그리

고 내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말 등 문제 해결하기 문항에서 요구하는 주요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비록 언어사용 면에서는 미흡한 면(현재와 과거시제의 혼동 및 부적절한 어휘의 사

용)이 보이지만, 요구과업을 완성했기 때문에 과제완성 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변이

라고 할 수 있다.

구성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답변이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전개되어야 한다. 문장

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연결사나 대명사 등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구성 영역에서 

완성도 있는 답변을 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 아래에는 그림 묘사하기와 문제 해결하기 유형에서 수

준 높은 구성력을 보여준 답변들이 제시되어 있다.

[예시 1. 그림 묘사하기]

다음의 주어진 6개의 그림을 보고 그림에 적절한 이야기를 구성하여 말해봅니다.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1분이며, 신호음이 들린 후 1분 동안 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짧은 신호음 후에

는 응답을 멈춰야 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구성(Discourse Organization)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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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답안 예시]

A girl on the street went. Then foreigner asked where is the bus station. But girl didn’t know 

where is bus station. So girl asked another person. So he answer the bus station to girl and 

foreigner.

위의 응답에서는 다양한 연결사와 접속사(then, but, so)를 적절히 사용하여 주어진 여섯 개의 그림

에 대한 묘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비록 두 번째 그림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고, 어순

과 동사의 시제에서도 문제가 있으나 전체적인 그림의 묘사가 자연스럽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구성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변이라고 하겠다.

[예시 2. 문제 해결하기]

You realized that you forgot to bring your homework to school. You want to explain to your 

teacher that you forgot to bring it, even though you really finished it. What would you say to your 

teacher?

[학생 답안 예시]

Oh, I’m sorry, teacher. I finished it but forgot to bring you my homework. Sorry. Please give me a 

chance. And I will perfect to, perfect bring my homework. Homework is very good, excellent. I’m 

sorry. I realized I forgot to bring my homework.

이 답변은 언어사용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논리적인 흐름의 구성은 대체로 좋다고 볼 수 있

다. 구성력 면에서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먼저 선생님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있고, 숙제를 했

지만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는 설명을 한 뒤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다. 또한, and

와 but 등의 연결사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논리적인 구성된 응답을 하고 있으므로 

구성력 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언어사용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과 주제에 대한 적절한 어휘나 표현

을 구사하여야 하고,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기 보다는 다양한 표현을 쓰는 것이 좋다. 굳

이 어려운 어휘나 복잡한 어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완전한 문장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언어사용(Languag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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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답안 예시 1. 연계 질문에 답하기]

1. Nice to meet you. I’m from Korea. Where are you from?

2. I’m from Seoul. Seoul is Korea’s capital city. And yes, I’m from Seoul.

3. I like Kimchi-Chige the most because it is very hot and delicious.

4. I wanna go to China, Japan, and United States, and many other countries in Europe.

위의 답변은 굳이 어려운 어휘나 어법을 구사하지 않으면서도 각 질문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어

휘 및 표현을 사용하여 응답하고 있다. 비록 2번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지만 어법상에서는 

틀린 부분이 없고, 3번에서는 United States 앞에 관사가 누락되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적절한 표

현과 정확한 어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언어사용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변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 답안 예시 2. 그림 묘사하기]

A girl was walking home from school one day. And a foreigner suddenly came to her and asked 

where the bus stop was. But the girl didn’t know where the bus stop was. So she asked another 

guy walking past her. And he told them where the bus stop was.

이 답변을 보면 전반적으로 수준 높은 어법과 표현의 정확성을 보여 주고 있다. 과거 진행 시제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동사 ask나 know 다음에 오는 간접 의문절에서 <의문사 + 주어 + 동사> 

어순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 어휘 면에 있어서도 다양한 수준의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의 풍부함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사용 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응답이라고 하겠다.

라. 평소에 어떻게 학습하나요?

말하기 3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매일 꾸준히 영어를 듣고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과서의 짧은 담화나 대화문을 한 두 개 정하여 이를 들으면서 받아쓰기를 하거나 

발음과 억양 등을 자연스럽게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것이 좋

다. 말하기 연습에 도움이 되는 학습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말하기 연습을 할 때는 큰 소리로 따라 읽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속으로 영어문장을 읽는 

것과 직접 소리를 내어 따라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평소에 영어를 입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두어야만 필요할 때 그 단어나 표현 혹은 문장들을 머뭇거림 없이 말할 수 있다. 교과서에 자주 

소개되는 표현들 같은 경우 무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따라하며 연습해 보자.

둘째, 단어를 공부할 때에는 전자사전 및 인터넷 사전을 이용하여 반드시 발음을 확인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따라하여 단어의 뜻뿐만 아니라 발음도 함께 외우자. 이 때 반드시 원어민의 발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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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자신의 발음이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발화의 내용을 이

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

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말과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단어의 강세이다. 영어 단어를 발

음할 때 강세를 두지 않거나 엉뚱한 곳에 강세를 둘 경우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다른 의

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어의 강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진한 글씨로 된 단어의 

강세에 유의하면서 아래의 글을 읽어보자.

•  The mystery was solved in a mysterious way.

•  The band recorded a new record yesterday.

•  Technical support is offered for the application of new techniques.

특히 단어가 아닌 문장 단위의 발음 연습도 병행하여 단어와 단어가 이어질 때 달라지는 소리에 익

숙해지는 것과 단어의 강세뿐만 아니라 문장 전체의 억양을 이해하여 자연스러운 영어 리듬을 습득하

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한 문장에서 어떤 단어는 강하게 발음하는 반면 

다른 단어는 약하게 발음한다는 것이다. 대개 명사나 동사와 같이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어(content 

word)는 강조되지만 전치사나 관사와 같은 기능어(function word)는 짧고 약하게 발음한다. 예를 들

어, 아래 문장의 경우 want, take, dog, walk, 그리고 park가 내용어로서 강하게 발음된다.

I want you to take the dog for a walk near the park.

• • • ● •

문장 강세를 무시하고 말하면 영어가 딱딱하고 지루하게 들리며 상대방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문장 전체의 리듬을 생각하며 말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자.

셋째, 실생활 중심의 의사소통기능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나 문장 구조를 익혀 두자. 특정 사

실에 대해 묻고 답하기, 설득하기, 도움 요청하기, 충고하기, 지시하기, 금지하기 등 의사소통기능

에 자주 사용되는 기본적인 표현 및 패턴을 익혀 두면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사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어진 문항의 상황에 맞는 응답을 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수업 

시간에 배운 영어 연결사, 대명사 등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발화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지 파악하는 것도 말하기 3급과 관련하여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넷째, 자신이 영어로 말하는 것을 스스로 녹음해서 들어보자. 영어로 말한 내용을 녹음해서 들어

보면 말할 때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습관 (예: 웅얼거림, 단조로운 말투, 부자연스러운 리듬 등)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또한 녹음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어봄으로써 자주 저지르는 문법적 실수나 

반복되는 어휘 및 문장구조 등을 점검할 수 있다. 녹음 내용을 적은 뒤 한국인 및 원어민 영어 선생

님으로부터 자신의 발화에 대한 첨삭을 받는 것도 영어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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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한국인 및 원어민 영어 선생님으로부터 자신의 영어 말하기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을 구하도록 하자.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꾸준한 연습도 필요하지만, 자신보다 뛰어난 

영어 회화 능력을 가진 이로부터 지도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가장 적

합한 이는 국가교육과정 및 영어 글쓰기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교 영어 선생님 및 원어민 

선생님이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은 물론이고 휴식 시간 및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틈틈이 선생님

의 지도를 받는다면 영어 말하기 능력은 날로 향상될 것이다.

여섯째, 기본적으로 말하기 3급은 국가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바탕을 둔 성취도 시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는 영어과 교과목에서 제시하는 학습활동의 예를 살펴

보는 것도 공부의 방향을 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표 Ⅱ-3-7]는 국가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는 영어과 교과목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학습활동 중 말하기 3급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요약·정

리하고 있다. 단, [표 Ⅱ-3-6]에 소개되어있는 학습활동은 다양한 활동 중 일부만 예시로 수록하

였으므로, 아래의 학습활동에만 국한하지 말고 보다 다양한 소재와 언어 기능을 바탕으로 공부하

도록 하자.

[표 Ⅱ-3-6]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말하기 3급 문항 유형별 학습활동 예시

문항 유형 학습활동의 예 

그림보고 

질문에 답하기

• 관광안내지도를 보고 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 시내 명소를 찾아가는 방법 설명하기

• 사진이나 활동사진의 대상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관련 문장을 활용하여 ‘인물 찾기’, ‘인물 상상’ 게임하기

연계질문에 

답하기

•자신이 가장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만화가 무엇인지 말하고, 그 이유에 대해 말하기

• 여행 책자를 읽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여행지의 교통편, 소요시간, 요금 등 여행 정보에 대해 말하기

• 스포츠 행사 주관 기관에 전화를 걸어 지원 자격, 신청 마감기간, 접수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묻고 답하기

• 신입사원을 뽑는 면접이라는 가정 하에 면접관과 면접자의 대화 나누기

• 전철 이용 방법을 묻는 외국인에게 이용 방법 설명하기

• 전화로 여행지 숙소를 예약한다고 가정하고, 여행지 숙소 주인과 손님의 역할을 정하여 상대방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정보를 묻고 답하기

그림 묘사하기
•하나의 이야기로 이루어진 여러 장의 그림을 이용하여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완성하여 발표하기

• 가족 여행 때 찍은 사진을 보면서 여행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문제 해결하기 •고민 편지를 읽고, 그 고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해결책을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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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쓰기
가. 무엇을 평가하나요?

(1) 평가 목표와 소재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쓰기 3급은 학교 영어 교육을 충실히 받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 기준에 부합하는 영어 쓰기 능력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영어 

쓰기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쓰기 3급에서는 영어과 교육과정의 쓰기 영역 성취 기준

에 근거하여 기본적인 의사소통기능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며, 과거의 문법번역식 

교육에서 중시했던 문법의 명시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의사소통기능 중심의 표현과 과업의 수행 능

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9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쓰기 영역 성취 기준

을 요약하면 [표 Ⅱ-4-1]과 같다.

[표 Ⅱ-4-1]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쓰기 영역 성취 기준

영역 성취 기준 세부 성취 기준 

중심 내용에 대하여 쓴다. •듣거나 읽고 요약하는 글을 쓴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 쓴다. •듣거나 읽고 필요한 정보를 기록한다.

의견이나 감정을 쓴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쓴다.

•다른 사람의 의견과 비교·대조하는 글을 쓴다.

상황과 목적에 맞게 쓴다.

•인물, 사물, 사건에 대하여 묘사하는 글을 쓴다.

•서식, 이메일, 메모 등을 작성한다.

•그림, 도표 등을 간단히 설명하는 글을 쓴다.

•미래의 계획, 진로 등에 관하여 글을 쓴다.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짧은 에세이를 쓴다.

쓰기 3급의 소재는 학생들이 실용영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실용문 위주로 구성

되어 있다. 즉, 3급 시험은 일상생활과 친숙한 일반적인 화제 및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소재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탐구능력,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

을 두고 있다. 쓰기 3급은 2급과 달리 전적으로 실용적 성격의 소재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소재 분

야는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표 Ⅱ-4-2]와 같다.

[표 Ⅱ-4-2]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쓰기 3급 소재 분야

상위 분야 하위 분야(예시)

실용

(100%)

•개인생활 

•가정생활(의식주 포함)

•사회생활(대인 관계 포함)

•생활 습관, 건강, 운동

•여가(취미, 오락, 여행 등) 

•자연 현상(동·식물, 계절, 날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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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항 유형 및 평가 영역  

쓰기 3급은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 시간은 총 35분이다. 쓰기 3급의 첫 번째 문항은 상

황에 맞는 짧은 글쓰기로서 세 개의 그림 및 핵심 단어/어구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여 5분 동안 15∼25

단어로 간단한 메시지를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두 번째 문항은 그림의 세부 묘사 완성하기로서 

문두에 주어진 어구를 바탕으로 그림에 나타난 사람이나 사물의 행동을 5분 동안 각 하위 문장별로 

10단어 이내로 묘사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세 번째 문항은 편지 쓰기로서 문항이 

제시하는 세 가지 정보를 중심으로 10분 동안 40∼50단어로 이메일이나 편지를 작성하는 능력을 평

가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항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연속된 두 개

의 그림을 보고, 이를 순서대로 묘사하고 다음에 전개될 상황을 추론하여 15분 동안 40∼50단어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표 Ⅱ-4-3]은 쓰기 3급의 문항 구성을 요약ㆍ정리하고 있다.

[표 Ⅱ-4-3]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쓰기 3급 문항 유형

문항 번호 문항 유형 답안 제한 단어 수 답안 작성 시간

1 상황에 맞는 짧은 글쓰기 15~25단어  5분

2 그림의 세부 묘사 완성하기 하위 문장 당 10단어 이내  5분

3 편지 쓰기 40~50단어 10분

4 그림 묘사 및 추론하여 글쓰기 40~50단어 15분

쓰기 3급에서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은 과제완성, 내용, 구성, 언어사용이라는 네 가지 영역에 의

하여 평가된다. 아래 [표 Ⅱ-4-4]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과제완성 영역은 학생들이 주어진 과제 

및 하위 문장을 수행한 정도와 제시된 주제에 적절한 내용으로 답을 하였는지를 평가하며, 내용 영

역은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얼마나 충실하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덧붙였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

다. 또한, 구성 영역은 문장 간의 연결성 및 응집성과 글의 전체적인 논리적 조직성에 초점을 두며, 

언어사용 영역은 다양한 문장 구조 및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표현, 철자, 구두점 등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표 Ⅱ-4-4]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쓰기 3급 평가 영역 및 내용

평가 영역 주요 평가 내용

과제완성

(Task Completion)

•  주어진 과제의 수행 정도

•  하위 문장의 수행 정도

•  주어진 주제에 맞는 내용의 적절성

내용

(Content)

•  내용의 충실성

•  내용의 구체성

구성

(Organization)

•  글의 논리적 조직성

•  글의 연결성/응집성

언어사용

(Language Use)

•  다양한 문장 구조 및 어휘 사용

•  표현의 정확성

•  철자와 구두점의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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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형별로 어떻게 준비하나요?

쓰기 3급은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문항은 상황에 맞는 짧은 글쓰기로서 일상생활

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안, 권유, 요청, 거절 등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간단한 메시지를 작

성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두 번째 문항은 그림의 세부 묘사 완성하기로서 그림에 나타난 사람이나 

사물의 행동을 묘사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세 번째 문항은 편지 쓰기로서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실용적인 목적을 지닌 이메일이나 편지를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항은 

그림 묘사 및 추론하여 글쓰기로서 연속된 두 개의 그림을 보고 다음에 전개될 상황을 추론하여 이

야기를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각 유형별로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공부 전략을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상황에 맞는 짧은 글쓰기 문항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안, 권유, 요청, 거절 등 다양한 상

황을 나타내는 세 가지 그림을 핵심 단어/어구와 함께 제시하고, 그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여 간단

한 메시지를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이 문항에서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의 예로는 문제 인식 및 

해결 방법 제안하기, 다양한 활동 권유하기, 친구의 요청 거절하기 등이 있다.

[예시]

친구가 수업이 끝나고 분식집에 같이 가자고 하는데, 이를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음에 제시된 

세 가지 상황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주어진 단어나 어구를 활용하여 상황에 알맞게 거절하는 메시

지를 완전한 2∼3개의 문장으로 작성하시오. (15∼25 단어)

(1) (2) (3)

- science project 
- school lab 

- baseball game
- friend’s house

- birthday cake
- grocery store

유형 1. 일상생활에 관한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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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대처 방법 상황에 맞는 짧은 글쓰기 문항에 대한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주어진 그림과 핵심 

표현을 사용하여 문항이 제시하는 상황에 적절한 메시지를 15∼25 단어로 작성해야 한다. 위의 예

시 문항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수업이 끝난 후 분식집에 같이 가자는 친구의 제안을 거절하

는 메시지를 주어진 표현을 사용하여 2∼3개의 완전한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이 문항에서 좋

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상황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작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항이 

요구하는 세부 사항들, 즉 1) 거절하기, 2) 주어진 두 개의 단어/어구 사용하기, 3) 2∼3개의 완전한 

문장 작성하기, 4) 15∼25 단어 이내로 쓰기 등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상황에 맞는 짧은 글쓰기 문항에서 요구하는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중심으로 2∼3 문장 길이의 짧은 글을 쓰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교육과

정에 소개되어 있는 제안하기, 요청하기, 거절하기, 사과하기 등의 다양한 의사소통기능에 사용되

는 표현을 익히는 것도 쓰기 3급의 상황에 맞는 짧은 글쓰기 문항에 대비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아래의 [표 Ⅱ-4-5]은 답안 작성 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기능 표현들을 요약·정리

하고 있다.

[표 Ⅱ-4-5] 상황에 맞는 짧은 글쓰기 문항의 응답에 유용한 표현들

의사소통기능 표현 예시

제안/권유하기

•  What/How about ~

•  Why don’t you ~

•  I suggest/recommend ~

요청/부탁하기

•  Can I ~

•  Can/Will you ~

•  Could/Would you please ~

•  Can/May I ask you to ~

•  I’d like to request ~

•  Can you do me a favor ~

•  Do you mind (if) ~

•  Would it be possible ~

•  I was wondering if I could ~

충고/조언하기

•  You’d better ~

•  I think you should ~

•  If I were you, I would ~

•  In your situation, I would ~

거절하기

•  I’m sorry, but ~ 

•  I’m afraid I can’t ~

•  I’d like/love to ~, but ~

사과하기
•  I’m sorry for ~

•  I’d like to apologize 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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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 그림의 세부 묘사 완성하기

그림의 세부 묘사 완성하기 문항은 문두에 주어진 어구를 바탕으로 그림에 나타난 사람이나 사물

의 모습 또는 동작을 묘사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문항의 소재로는 학교, 도서관, 극장, 동물원, 공

원, 박물관, 음식점 등 다양한 장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제시될 수 있다.

[예시]

아래의 글은 학교 체육관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묘사한 것이다. 다음 그림을 보고 (1)∼(4)의 빈

칸에 각각 10개 이내의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There are some students in a school gym. 

The girl with glasses is (1)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e boy in a striped shirt is (2)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e two girls in short sleeves are (3)________________________.  

The five boys with gloves are (4)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유형 대처 방법 그림의 세부 묘사 완성하기 문항에 대한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문항에서 제시된 

각 문장의 앞부분에 주어진 정보를 잘 읽고, 그림 속에서 해당 인물이나 사물을 찾은 다음, 그 인물

이나 사물의 모습이나 행동을 묘사하는 문장을 완성해야 하며, 각 하위 문장별로 10 단어 이내로 

표현해야 한다. 위의 예시 문항의 경우, 1) 안경을 낀 여학생, 2) 줄무늬 셔츠를 입은 남학생, 3) 반

팔 소매의 옷을 입은 여학생 두 명, 4) 장갑을 낀 남학생 다섯 명을 그림 속에서 찾아서, 각 학생이 

하고 있는 행동을 각각 10 단어 이내로 표현하여 문장을 완성하면 된다. 

그림의 세부 묘사 완성하기 문항에서 요구하는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시각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그림의 내용을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이 때 학교, 도서관, 

극장, 동물원, 공원, 박물관, 음식점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평소 관

심을 기울여 사람이나 사물의 모습이나 동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

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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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 편지 쓰기

편지 쓰기 문항은 문항이 제시하는 세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이메일이나 편지를 한 문단으로 짜임

새 있게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친구에게 자원봉사 참여 권유하기, 물건 구매나 문의하기, 질문

이나 요청에 응답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들이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

[예시]

다음은 준수(Junsu)가 학교방문의 날(Annual Homecoming Day)을 맞이하여 다른 학교 친구들을 

초대하는 이메일이다. 다음에 주어진 세 가지 정보를 포함하여 글을 쓰시오. (40∼50 단어)

- Date & Hours: June 10, 2012 (10:00 am-5:00 pm)

- Place: Hankuk High School

- Activities: Games, barbecue party & music concert

Hi, there!

                                                                 

                                                                 

                                                                 

                                                                 

                                                                 

Best wishes,
Junsu

유형 대처 방법 편지 쓰기 문항에 관한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문항이 제시하는 세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문항이 요구하는 사항을 40∼50단어로 서술해야 한다. 위의 예시 문항에서 요구하는 구

체적인 내용은 학교방문의 날을 맞이하여 다른 학교 친구들을 초대하는 이메일을 1) 날짜와 시간, 

2) 장소, 3) 행사 세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이 문항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문항의 세 가지 정보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기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메일의 목적

에 부합하는 적절한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편지 쓰기 문항에서 요구하는 실용적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과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식의 글을 작성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편

지 쓰기 문항에서는 제안하기, 권유하기, 초대하기, 요청하기, 부탁하기, 문의하기, 불평하기 등과 관

련된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된 표현들을 익혀 두어야 한다. 다음의 [표 Ⅱ-4-6]은 답

안 작성 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기능 표현들을 요약·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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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6] 편지 쓰기 문항의 응답에 유용한 표현들

의사소통기능 표현 예시

제안/권유하기

•  Why don’t we/you ~

•  Would you like to ~

•  I suggest/recommend ~

요청/부탁하기

•  Would you please ~

•  Would you mind ~

•  I’d like to ask you to ~

•  I’d like to request ~

초대하기
•  I’d like to invite you to ~

•  I’m pleased/happy to invite you to ~

문의하기

•  I’m writing to ask you about ~

•  I’d like to know ~

•  I’m wondering if ~

불평하기 •  I’m writing to complain about ~

그림 묘사 및 추론하여 글쓰기 문항은 연속된 두 개의 그림을 보고, 이를 순서대로 묘사하고 다음

에 전개될 상황을 추론하여 한 문단으로 짜임새 있게 이야기를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문항의 

소재로 쓰일 수 있는 예로는 학교 및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열쇠 분실이나 조

난 사고와 같은 위기 상황 등이 있다.

[예시]

다음 그림 (1), (2), (3)은 순서대로 일어난 일이다. 그림 (1)과 (2)에 나타난 상황을 각각 묘사하고, 

이에 따른 그림 (3)의 내용을 추론하여 쓰시오. (40∼50 단어)

(1) (2) (3)

유형 4. 그림 묘사 및 추론하여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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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대처 방법 그림 묘사 및 추론하여 글쓰기 문항에 대한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문항에 제시

된 연속된 두 개 그림의 내용을 잘 분석한 후, 다음에 전개될 상황을 생각하여 40∼50 단어로 서

술해야 한다. 위의 예시 문항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1) 친구와 함께 놀이동산의 기념품 

가게에서 모자와 가방을 구입했는데(첫 번째 그림), 2) 잠자리에 누웠을 때 그 모자와 가방을 놀이

동산의 벤치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났다(두 번째 그림)는 것이다. 그림 (3)은 다음에 이어질 상황(세 

번째 그림)을 생각하여 자연스럽게 전개하면 된다. 이 문항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문항

이 제시하는 그림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야기의 일관성도 유

지해야 한다.

그림 묘사 및 추론하여 글쓰기 문항에서 요구하는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의 전후관계 및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

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이와 더불어 등장인물의 행위나 상황의 연속성과 관련된 표현들

을 익혀 두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전개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and, then, 

later, next, after, right after that과 같이 행위나 상황의 전후관계나 연속성을 표현할 수 있는 연결

어들을 평소에 익혀 두면 답안을 작성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평소 관심을 기울여 그 상황에 부합하는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론해 보고 이를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기술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다. 어떤 답안이 좋은가요?

평가 영역별로 예시 답안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평가 영역별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다음 글은 과제완성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안이다.

[예시. 상황에 맞는 짧은 글쓰기]

선생님께 학교에 조금 늦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 다음에 제시된 세 가지 상황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주어진 단어나 어구를 활용하여 상황에 알맞게 설명하는 짧은 글을 완전한 2∼3개의 문

장으로 작성하시오. (15∼25 단어)

과제완성(Task Comp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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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 bus
- late

- mom
- take care

- stay up
- get up

[학생 답안 예시]

Teacher, i’m sorry i’m late for school. My mom is sick. So, i am taking care for mom. (18 단어)

이 답안은 mom과 take care의 두 개의 주어진 단어 및 어구를 활용하여 선생님께 학교에 늦는다

는 메시지를 18 단어로 구성된 세 개의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비록 대·소문자 및 전치사 사용 

등에서 오류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언어사용 영역에서 평가되는 부분이어서 과제완성 영역에서는 

감점을 받지 않는다. 이처럼 과제완성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내용, 형식, 분량 등 문

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글은 내용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안이다.

[예시. 그림 묘사 및 추론하여 글쓰기]

다음 그림 (1), (2), (3)은 순서대로 일어난 일이다. 그림 (1)과 (2)에 나타난 상황을 각각 묘사하고, 

이에 따른 그림 (3)의 내용을 추론하여 쓰시오. (40∼50 단어)

(1) (2) (3)

내용(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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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답안 예시]

A boy was hungry, so he went to the hamburger restaurant and selected one. After ordering the 

menu, however, he found that he didn’t have any money. Fortunately, the girl working in the 

restaurant was his sweet girl friend! He lent money from her and ate the hamburger happily. (49 

단어)

이 문항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림에서 제시된 내용은 어떤 소년이 햄버거를 주문을 하고 나서, 돈

이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 그림의 상황은 앞에 제시된 두 상황을 바탕으로 다음

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야 한다. 위 예시 답안은 어떤 소년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햄버거를 

주문하였지만,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자신의 여자 친구여서 돈을 빌려 햄버거를 사 먹

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전개하고 있다. 특히 글의 도입부에 소년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햄버거 가게로 향했고, 거기서 메뉴를 선택했다는 상황 설명까지 상세하게 덧붙임으로써 

내용의 충실성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내용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문항이 제시하는 

그림의 상황을 세부 내용까지 추가하여 상세하게 묘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후속 내용을 추론하여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글은 구성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안이다.

[학생 답안 예시. 상황에 맞는 짧은 글쓰기]

teacher i might late school today because my mom is really sick. i’m really sorry, but i should 

caring her. (20 단어)

이 답안은 앞에서 제시된 답안과 마찬가지로 언어 사용에 있어서 빈번한 오류를 보이고 있지만, 편

찮으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학교에 늦을 것이라는 의미의 문장을 because나 but과 같은 접속사

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또한, her와 같은 대명사도 적절하게 사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며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구성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접속사, 대명사 등의 

연결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문장 간에도 짜임새 있고 일관성 있게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구성(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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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은 언어사용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안이다.

[학생 답안 예시. 그림 묘사 및 추론하여 글쓰기]

The boy wants to eat hamburger. So he goes the store and orders a hamburger. When he pays 

the bill for his menu, he realizes that he doesn’t have any money. He can’t cancel his order and 

instead of paying the money, he sweeps the shop after eating the meal. (50 단어)

이 답안은 소년이 햄버거를 먹고 싶어 햄버거 가게에 갔지만 돈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문을 취소

하는 대신 가게를 청소해 주고 햄버거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전개

하고 있다. 비록 A boy 대신 The boy로 표현하고, hamburger 앞에 부정관사 a를 빠트리는 등 관

사 사용에 있어서 오류를 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뛰어난 수준의 어법 및 표현의 정확성을 보

여 주고 있다. 또한, 어휘 사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수준의 어휘를 골고루 사용하여 표현의 풍부함

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언어사용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철자 상에 거의 오류가 없

으며 표현이 정확하고, 다양한 수준의 문장 구조 및 어휘를 사용하여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글로 

적절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평소에 어떻게 학습하나요?

쓰기 3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문항 유형에 맞는 글쓰기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

다. 이 때 글쓰기 연습에 도움이 되는 학습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쓰기 연습을 할 때는 국가교육과정 학습 활동의 예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관련된 소재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쓰기 3급은 국가교육과정의 성

취 기준에 바탕을 둔 성취도 시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는 영어과 

교과목에서 제시하는 학습 활동의 예를 살펴보는 것이 공부의 방향을 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

다. [표Ⅱ-4-7]은 국가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는 영어과 교과목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학습 활동 

중 쓰기 3급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있다. 아래의 표에 소개되어 있는 학습 활동은 

다양한 활동 중 일부만 예시로 수록하였으므로, 이에 국한되지 말고 교과서의 매 단원마다 등장하

는 쓰기 활동과 같은 다양한 소재와 언어 기능을 바탕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이와 더불어 시중

에 판매되는 학습서에 수동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쓰

기 3급에 나올 만한 소재를 스스로 생각해 보고 그 상황에 자주 사용될 만한 표현이나 문장 구조를 

연습하는 것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언어사용(Languag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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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영역별 시험 준비, 이렇게 하세요!

[표 Ⅱ-4-7]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쓰기 3급 문항 유형별 학습활동 예시

문항 유형 학습 활동의 예 

상황에 맞는

짧은 글쓰기 

•문화마다 인사하는 방법이 다른 것에 관한 설명을 듣고, 주어진 표현을 활용하여 요지 완성하기

•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과 그 이유에 대해 쓰기

• 일기 예보를 듣고, 오늘과 내일의 날씨를 한두 문장으로 표현하기

• 학교 중간고사 시험 일정표를 보면서 자신의 공부 계획표를 작성하기

그림의 세부 묘사 

완성하기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찾아 가는 길에 대한 정보를 표와 함께 한두 문장으로 쓰기

• 한국의 여러 전통놀이 그림을 보고, 놀이방법을 문장으로 묘사하기

• 수학여행지 선호 장소 설문조사 결과 도표를 보고 설명하는 문장 쓰기

편지 쓰기 

• 언론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 중 한 명에게 편지 쓰기

• 온라인으로 구입한 물건에 대해 교환 혹은 환불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판에 쓰기

• 새로운 발명품에 대한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담아 발명품 출품 신청서를 작성하기

• 구매한 의류 상품에 대한 항의 편지를 읽고, 물품, 크기, 질, 배송에 관해 각각 어떤 불만 사항이 있

는지 구분하여 쓰기

•자신이 가본 음식점에 대한 방문 후기를 읽고, 비교하여 자신의 방문 후기 쓰기

• 영화 소개 사이트에 영화 리뷰를 써서 올려보기

• 외국인에게 꼭 알리고 싶은 지역 축제에 관한 안내문 만들기

• 학습 방법에 관한 조언을 얻기 위해 선생님께 이메일 보내기

• 제주 올레길 안내 책자를 참고하여 친구에게 올레길 코스를 추천하는 편지쓰기

• 해외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국제단체에 자신을 소개하는 이메일 보내기

• 교내 동아리 모집 광고문을 읽고, 관심 있는 동아리를 선정하여 문의하는 글을 작성하기

그림 묘사 및 

추론하여 글쓰기

•개조식으로 간략히 묘사된 범죄사건에 관한 글을 읽고, 사건의 전후 상황을 추측하여 이야기 만들기

• 찢어진 편지를 읽고, 나머지 부분의 내용을 유추하여 완성하기

둘째,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과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식의 글을 작성하는 연습

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이나 편지 뿐만 아니라 인터넷 

댓글, 블로그 서평, 상품 구매 후기 등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다양한 형식의 글을 영어로 작

성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쓰기 3급을 준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 참여 권

유하기, 물건 구매나 문의하기, 질문이나 요청에 응답하기 등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고, 주어진 상황에 적절한 실용문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 실생활 중심의 의사소통기능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나 문장 구조를 익혀 두는 것도 도움

이 된다. 제안/권유하기, 요청/부탁하기, 충고/조언하기, 초대하기, 거절하기, 문의하기, 사과하

기, 허락하기, 불평하기 등 의사소통기능에 자주 사용되는 기본적인 표현 및 패턴을 익혀 두면 자

연스러운 문장을 구사하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는 짧은 글쓰기 및 편지 쓰기 문

항의 답안을 작성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

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를 묘사하고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추론하여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

는 것도 쓰기 3급과 관련된 영어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넷째, 영어로 글을 쓸 때에는 어휘 및 표현의 용법이 올바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영사전을 

참고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글을 쓰는 도중 혹은 쓴 후에 어휘나 어법 사용에 있어서 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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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않을 때에는 영영사전을 반드시 찾아보도록 한다. 영영사전을 참고하는 습관은 다양한 어휘

의 품사 및 용법 등을 익혀 이를 실전 글쓰기에 활용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며, 쓰기 3급의 

평가 요소 중의 하나인 언어사용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문장을 쓸 때에도 단문 뿐 만 아니라 중문과 복문을 함께 쓰는 연습을 하여 다양한 문장 구조

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다섯째, 한국인 및 원어민 영어 선생님으로부터 자신이 쓴 글에 대한 첨삭을 받아 글쓰기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구하도록 한다.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꾸준한 연습도 필요하지

만, 자신보다 뛰어난 글쓰기 능력을 가진 이로부터 지도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이는 국가교육과정 및 영어 글쓰기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교 영

어 선생님 및 원어민 선생님일 것이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은 물론이고 휴식 시간 및 방과 후 시간

을 이용하여 틈틈이 선생님의 첨삭 지도를 받는다면 영어 글쓰기 능력은 날로 향상될 것이다.

여섯째, 다양한 종류의 글을 꾸준히 쓰는 연습을 하는 것만큼 좋은 글을 많이 읽는 것도 글쓰기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 영어로 된 자료를 읽을 때에는 글의 구조나 표현 등에 유의하면서 

나중에 자신이 글을 쓸 때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모델로 삼을 만한 글은 너무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은 수준의 것으로, 즉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한다. 영어 교과서, 영자 신문, 

영문 잡지, 영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활용하면 자신의 글쓰기 연습에 모델로 삼을 만한 유용한 자

료를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3급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기능에 대한 

실용영어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클라우드 방식의 인터넷 기반 검사

(Internet–Based Test, IBT)이다. 



IBT 시험, 이런 점에 유의하세요!

01. 듣기

02.  읽기

03.  말하기

04.  쓰기 

III{ }

3급
학생용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이렇게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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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BT 시험, 이런 점에 유의하세요! 

01 듣기
가.  녹음된 성우의 목소리가 나올 때 집중해서 듣자. 듣기 3급의 모든 문항은 성우들이 단 1회만 지

문(짧은 대화, 긴 대화, 담화)을 읽어주며, 다시 들을 수는 없다. 따라서 실제 시험 상황에 대비

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서 지문을 듣고 문항이 요구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나.  들으면서 질문과 선택지 내용을 파악하자. 성우가 녹음한 지문을 듣는 동안 문항에서 묻는 질문 

및 선택지가 컴퓨터 화면 상에 제공되기 때문에, 성우들의 녹음을 듣는 동시에 문항에서 요구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듣기 시험 전략이다. 하지만 문항과 선택지에만 몰입하

다 보면 성우가 읽어주는 내용을 놓칠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  화면의 시간을 잘 확인하자. 모든 문항은 성우가 읽어주는 지문이 끝나면 12초 이내에 답을 선

택해야 한다. 화면상에 남은 시간이 표시되므로 화면의 시간을 확인하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라.  별도의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는 문항 유형에 주의하자. 그림, 도표, 지도 등의 다양한 시각 자료

가 주어지고 그에 대해 설명하는 담화로 구성된 유형의 문항이 있다. 이 때 별도의 선택지가 주

어지지 않고 주어진 시각 자료에 직접 해당하는 답을 클릭하거나 드래그앤드롭(drag & drop)

방식으로 답을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마.  메모장을 잘 활용하자. 1지문 2문항의 경우 긴 담화를 듣고 제시된 정보를 이해하는 것을 요구

하기 때문에 수험생에게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항 유형에서는 메모장 기능이 활

성화 되도록 화면이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세부사항을 묻는 형태의 문항에 답하기 위해서 메모

장 기능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02 읽기

가.  읽기 영역에만 집중하자. 읽기 영역을 잘 보려면 듣기 영역은 잊고 읽기에 집중해야 한다. 해당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 결과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나.   쉬운 문제부터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풀자. 읽기 영역은 듣기 영역과 다르게 수험생

이 문제의 풀이 순서를 선택할 수 있다. 즉, 수험생에게 쉽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먼저 풀고 어

려운 문제를 나중에 풀 수 있다. 그리고 정답을 표시했더라도 최종 제출을 누르기 전에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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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지 답을 바꿀 수 있다.

다.  시간 관리를 잘 하자. 읽기 문항을 풀 때는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 지필고사에서는 수험생들이 

시계를 보면서 문제 풀이 시간을 계산하고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본 시험은 수험생이 사

용하는 모니터에 남은 시간이 표시되는데 종료가 가까워졌을 때 시간을 표시하는 색깔이 변한

다. 수험생들은 시간의 경과를 확인하면서 읽기 문제를 풀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라.  마우스를 사용하여 답을 선택하는 문항 유형에 주의하자. 읽기 영역에는 간단하게 마우스를 조

작하는 능력이 필요한 문항이 있다. 드래그앤드롭(drag & drop)은 선택지로 주어진 그림에 마

우스를 올려놓은 후 클릭해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번호에 옮겨놓는 것이다. 그리고 핫스팟

(hotspot)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그림의 색깔이 변화거나 확대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때 답을 선택하면 된다. 또한 수험생들은 지문을 읽으면서 하이라이트

(highlight)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마우스를 사용하는 것이 지필고사에 비하여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시험에서 사용되는 기능들은 매우 간단하며 쉽게 익힐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마.  그림이나 도표와 같은 시각적 정보를 제시하는 문항들에 주의하자. 읽기 2급과 구분되는 읽기 3

급만의 특징 중의 하나는 그림이나 도표, 차트 등 시각적 정보를 포함하는 문항들이 출제된다

는 것이다. 컴퓨터를 활용하는 시험에서는 다양한 종류와 색깔의 시각적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

이하기 때문에, 실용문 성격의 다양한 읽기 자료에 포함된 그림이나 표 등을 그대로 보여주기

도 한다. 따라서 평소에 시각적 자료가 포함된 글들을 많이 접하고, 도표나 차트가 포함된 영문

을 읽을 때는 제시된 표나 그림과 글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03 말하기

가.  또박또박 분명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자. 말하기 시험에서는 답을 할 때에 너무 빨리 말하거나 

말끝을 흐리거나 얼버무리지 않아야 한다. 틀리거나 실수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크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주변소음을 무시하면서 말하는 연습을 하자. 말하기 시험의 경우 주변소음이 시험을 치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헤드셋을 끼고 녹음을 하지만 시험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수험자들

의 소음이나 주변의 다른 소리를 완벽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가능하면 주변소음을 무

시하면서 말하는 데 익숙해지는 것이 좋다. 평소에 TV나 라디오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영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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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BT 시험, 이런 점에 유의하세요! 

하기 연습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환경에서 스스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

는 것이 좋다.

다.  준비 시간과 응답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말하기 영역은 각 문항 유형별로 답변 준비시간

이 주어져 있다. 말하기 평가 대비 시 준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짧은 시간 안에 논리적

인 답변을 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또한 주어진 응답 시간 안에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

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단, 응답 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감점 요인은 아니

므로, 응답 시간을 모두 쓰는 것보다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더 초

점을 두어야 한다.

라.  0점 처리가 되는 경우를 염두에 두자. 말하기 평가에서는 다음의 경우 채점 불가로 처리하며, 

자동적으로 0점을 부여한다.

•  수험자가 아무런 답변도 녹음하지 않았을 때

•  영어로 응답하지 않았을 때

•  답변 중에 한국어를 사용했을 때

•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했을 때

•  질문이 요구하는 내용과 무관한 응답을 했을 때 (예, 시험 문항의 발문을 따라 읽는 경우)

위의 채점 불가 사유에 해당이 되면 0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두자. 특히 시험 중에 무의식

적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04 쓰기

가.  시간 관리를 잘 하자. 쓰기 영역은 각 문항 유형별로 답안 작성 시간이 정해져 있다. 처음부터 

무작정 답안을 작성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쓰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한다. 내용 정리가 끝나면, 문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주어진 시간 내에 차근차근 작성하도록 

한다. 첫 번째 문항의 답안을 아무리 빨리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다음 문항의 답안 작성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각각의 문항에서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

리하다. 평상시에 글쓰기 연습을 할 때에도 시간을 정하여 놓고 주어진 시간 내에 글을 작성하

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나.  주어진 단어 수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자. 쓰기 영역은 각 문항 유형별로 답안을 작성할 때 단

어 수 제한이 있다. 예를 들면, 편지 쓰기 문항은 40∼50 단어로 답안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최소 단어 수인 40 단어 이상을 쓰지 않으면 감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최소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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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이상을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한다. 또한 최대 단어 수인 50  단어를 초과하여서는 답안

이 입력되지 않으므로 최대 입력 단어 수 이내에서 내용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야 한다. 쓰기 3급이 시행되는 IBT환경에서는 수험생들이 입력하는 단어의 수가 시험 시행 화

면에 실시간으로 나타나며, 최대 단어 수의 80% 이상의 답안이 입력되면 답안 작성 란의 배경

이 자동으로 분홍색으로 변하여 수험생들에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여유 단어 수가 얼마 남

지 않았음을 알려 준다. 또한, 최대 단어 수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답안이 입력되지 않는다.

다.  영문 타자 연습을 하자. 쓰기 3급 시험은 화면의 문제를 보고 컴퓨터 자판을 이용하여 글을 입

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영문 타자에 익숙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컴퓨터 자판을 이

용하여 영어로 글을 입력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 때 시간을 분 단위로 정하여 일정 수의 단

어를 속도감 있게 입력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확성도 중요함을 잊지 말

아야 한다. 쓰기 3급의 답안 입력란에는 영문 철자 검사(spell checker) 기능이 없다. 그러므로 

시험 상황에서는 단어의 철자를 잘못 입력하여도 이를 표시해 주거나 자동으로 수정되지 않음

을 기억하고, 평상시 타자 연습에서 철자 입력의 정확성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자. 시험 

상황에서 답안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자신이 입력한 답안 단어의 철자에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라.  채점 불가로서 0점 처리가 되는 경우를 기억하자. 쓰기 3급에서는 다음의 경우를 채점 불가로 

처리하며, 자동적으로 0점이 부여된다.

•  아무런 답안도 작성하지 않았을 때

•  영어로 답안을 작성하지 않았을 때

•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였을 때

•  문항이 요구하는 내용과 무관한 내용으로 답안을 작성하였을 때

아무리 잘 쓴 글이라도 위의 채점 불가 사유에 해당이 되면 0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야 한다. 

마.  답안 작성 시 제공되는 유용한 도구들을 잘 활용하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쓰기 3급이 시행

되는 IBT 환경에서는 답안 작성 시에 자르기 및 붙여 넣기(cut and paste)와 실행 취소 및 재

실행(undo and redo) 기능이 제공된다. 이 기능들을 잘 활용하면 시험 상황에서 답안 작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습을 해 

보는 것이 좋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3급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기능에 대한 

실용영어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클라우드 방식의 인터넷 기반 검사

(Internet–Based Test, IBT)이다.  



부 록

말하기·쓰기를 위한 주요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

IV{ }

3급
학생용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이렇게 준비하세요!{ }



76

IV. 부록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주요 의사소통을 익혀 말하기와 쓰

기 연습에 활용해보자.

■ 정보 전달하기와 요구하기

1. (정체) 확인하기와 상술하기

The man over there is Mr. Kim.

The small one (with the blue buttons).

Ms. Anderson is the owner of the restaurant.

2. 진술하기와 보고하기

She runs as fast as ... .

There is a store on the corner.

The train has left.

He said the shop was closed.

3. 수정하기

(I think) you’ve made a mistake.

4. 질문에 답하기

I want to see ... .

(Because) ... .

■ 사실에 대한 태도 표현하기

1. 동의하기

Same here.

(Yes,) I agree.

2. 이의 제기하기

I don’t agree/disagree (with you).

I’m against ... .

■ 지식, 기억, 믿음 표현하기

1. 알고 있음 표현하기

I heard/have heard (about) ... .

I’ve been told (about) ... .

I’m aware (of) ... .

2. 궁금증 표현하기

I’m curious about ... .

I wonder ... .

I’d be (very) interested to know ...

3. 모르고 있음 표현하기

I haven’t got a clue. 

4. 확실성 정도 표현하기

I have no doubt.

I’m (not) (quite/fairly/absolutely) ...

■ 양상 표현하기

1. 가능성 정도 표현하기

Perhaps/Possibly/Maybe they will ... .

They should/ought to ... .

It is probable/likely/possible/impossible that ... .

2. 의무 표현하기

You have to/must ... .

You should/ought to ... .

You’re expected to ... .

3. 의무 부인하기

I don’t have to ... .

I don’t need to ... .

<부록> 말하기·쓰기를 위한 주요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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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 no reason why I should ...

4. 능력 표현하기

I was able to ... .

I know how to ... .

I’m (pretty) good at ... .

■ 의지 표현하기

1. 바람, 소원, 요망 표현하기

I look/am looking forward to ... .

I wish I could ... .

2. 의도 표현하기

I’ll ... .

I’m going to ... .

I’m thinking of ... .

I’m planning to ... .

■ 감정 표현하기

1. 기쁨과 슬픔 표현하기

I’m (very) glad/delighted to ... .

That makes me (really) sad.

2. 낙담 위로하기

Things will be better (soon).

Don’t be disappointed/discouraged.

3. 유감이나 동정 표현하기와 안심시키기

I’m (so/very) sorry to hear ... .

That’s a pity/shame.

Don’t be frightened.

(I’m sure) everything will be okay/all right.

4. 안도감 표현하기

That’s a relief.

What a relief!

Thank goodness.

I’m relieved/glad to hear ... .

5. 선호 표현하기

I prefer X to Y.

I(’d) prefer (to) ... (if possible).

I think X is better than/preferable to Y.

6. 만족과 불만족 표현하기

I’m (very) satisfied.

That’ll do.

This won’t work.

7. 불평하기

It’s not fair.

I’m not happy about ... .

I want to complain about ... .

8. 화난 것을 표현하기

I’m (rather/quite/very) upset/annoyed (about ...).

I can’t stand ... .

... is (very) annoying/irritating.

9. 관심과 무관심 표현하기

I’m interested in ... .

... interests me (a lot/greatly).

I’m fascinated by ... .

10. 놀람 표현하기

That’s/It’s surprising!

I (just) can’t believ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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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부록

I’m surprised that ... .

■ 도덕적 태도 표현하기

1. 도덕적 의무 표현하기

You should/ought to ... .

It’s right/wrong to ... .

You have to/have got to ... .

You’re supposed to ... .

2. 거부하기

You shouldn’t/oughtn’t to have done that.

I don’t/can’t approve (of ...).

You ought to be ashamed (of yourself).

3. 사과하기 

Please forgive me.

I apologize.

■ 설득·권고하기

1. 제안·권유하기

What/How about ... ?

Why don’t we/you ... ?

Can you make it (at ten)?

You’d better ... .

(I think) you should/ought to ... .

Would you like (me) to ... ?

I suggest (that) we ... .

2. 요청하기

(Please,) open the door.

Can you ...(, please)?

Could I ask you to ... ?

Do/Would you mind closing the window?

3. 충고하기

(I think) you should/ought to ... .

Why don’t you ... ?

You’d better ... .

If I were you, I’d ... .

4. 경고하기

Make sure you don’t ... .

■ 사교 활동하기

1.   안부 부탁하기

Say hello to ... (for me).

Please give my regards to ... .

Remember me to ... .

2. 소개에 답하기

(I’m) (very) pleased to meet you.

It’s a pleasure to meet/meeting you.

I’ve been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3. 음식 권하기

Please try some ... .

Would you like some ... ?

Do you want some more ... ?

4. 감사하기

Thanks for ... .

I (really) (do) appreciate your help/what you’v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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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격려하기

Don’t give up!

That’s all right. (You’ll do better next time).

■ 담화구성하기

1. 주제 소개하기

(Now) let’s talk about ... .

I’d like to say something about ... .

I’d like to tell you what ... .

2. 의견 표현하기

It seems to me ... .

In my view/opinion, ... .

3. 열거하기

First, ... . Second, ... . Third, ... .

First, ..., then ..., then ... .

4. 강조하기

It is important to/that ... .

I want to stress ... .

5. 정의하기

X/This means ... .

The meaning of X/this is ... .

6. 요약하기

In short, ... .

In brief, ... .

To sum up, ... .

7. 주제 바꾸기

By the way, ... .

Let’s move on to ... .

I’d like to say something else ... .

■ 의사소통 개선하기

1. 천천히 말해 달라고 요청하기

(Can you speak) more slowly, please?

 

2. 반복 요청하기와 반복해 주기

(I’m) sorry?

What (did you say)?

(I beg your) pardon?

Would you say that again(,please)?

3. 반복해 주기

(I said) X.

I said that ... .

What I said was X.

4. 철자 알려주기

‘Bag’ is spelt B-A-G.

It’s spelt with a capital ‘P’.

5. 표현 요청하기

What is X (in English)?

Do you say ... (or ...)?

I don’t know how to say it.

How would/do you say this in English/ Korean?

6. 오해 지적해 주기

(No,) I mean Y (not X) ... .

(I’m afraid) that’s wrong/not right.

That’s not (exactly) what I meant

to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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