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항별 분석 ( 객관식 30문항 )

문제타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난이도 기타

01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인물의 말하기 방식 2 돌다리

02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인물의 성격과 태도 2 돌다리

03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소재 및 배경 2 돌다리

04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서술상 특징 2 돌다리

05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서술상 특징 2 돌다리

06 객관식 문학 운문 문학 화자의 정서와 태도 2 관동별곡

07 객관식 문학 운문 문학 표현상 특징 2 관동별곡

08 객관식 문법 국어사 국어사 3 관동별곡

09 객관식 문학 운문 문학 화자의 정서와 태도 2 관동별곡

10 객관식 문학 운문 문학 작품 전개의 이해 2 관동별곡

11 객관식 문학 운문 문학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3 관동별곡

12 객관식 문학 운문 문학 시어와 시구의 의미 2 관동별곡

13 객관식 문학 운문 문학 작품 비교 감상 3 관동별곡

14 객관식 문학 운문 문학 표현상 특징 2 관동별곡

15 객관식 문학 운문 문학 작품 전개의 이해 2 관동별곡

16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서술상 특징 2 봉산탈춤

17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3 봉산탈춤

18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서술상 특징 2 봉산탈춤

19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2 봉산탈춤

20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인물의 말하기 방식 3 봉산탈춤

21 객관식 문법 국어사 국어사 2 향찰, 서동요

22 객관식 문법 국어사 국어사 2 훈민정음 제자원리, 훈...

23 객관식 문법 국어사 국어사 2 훈민정음 제자원리, 훈...

24 객관식 문법 국어사 국어사 2 훈민정음 제자원리, 훈...

25 객관식 문법 국어사 국어사 2 훈민정음 제자원리, 훈...

26 객관식 문법 국어사 국어사 2 훈민정음 제자원리, 훈...

27 객관식 문법 국어사 국어사 2 훈민정음 언해, 동명일...

28 객관식 문법 국어사 국어사 2 훈민정음 언해, 동명일...

29 객관식 문학 운문 문학 표현상 특징 2 훈민정음 언해, 동명일...

30 객관식 문학 운문 문학 시어와 시구의 의미 2 훈민정음 언해, 동명일...

[경기] 광남고등학교 국어 2016년 공통 1학년 2학기 기말족보

 내신기출 문항분석
분석위원 : 예지애 선생님



[경기] 광남고등학교 국어 2016년 공통 1학년 2학기 기말족보

▮ 출제경향 분석

01. 시험범위 : 국어2, 천재(박)

문학-고전시가: 관동별곡, 동명일기 / 현대소설: 돌다리 / 고전산문-전통극: 봉산탈춤 

문법-고전문법: 훈민정음 제자원리, 훈민정음 언해, 동명일기, 서동요  

[경기] 광남고등학교_국어_2016_학년1_2학기 기말고사는 교과서 내 지문을 바탕으로 전형적인 내신형 문항으로 출제되었으

며 난이도는 쉬운 편입니다. 대부분의 문항 구조가 단순한 편이며, 모두 객관식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문학과 문법 영역에서 출제되었으며, 문학영역의 경우, 고전시가 한 작품, 현대소설 한 작품, 고전산문-전통극 한 작품이 

각각 단일 지문으로 출제되었고, 하나의 작품 아래 다수의 문제가 출제된 점이 눈에 띕니다. 범위 내 작품을 꼼꼼하게 학습할 

것이 요구됩니다. 

 고전문법에서 문법 이론과 관련도니 지문 및 고대국어~근대국어 범위 내 지문을 바탕으로 해당 시기의 문법적 특징이나 

지문에 대한 정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크게 난이도 높은 문제는 없으나, 고전문법 특성상 문법 이론을 암기하고 

이를 예문에 적용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며, 제시된 지문 아래 문학 문제가 일부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범위 학습시 이에 유의

하여 시험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기타교재

하(1점)    

중(2점)   25문

상(3점)    5문

최상(4점)    

 내신기출 출제경향 분석

02. 난이도별 문항 분포 - 문항수                  03. 문항별 유형 분석 – 출제비율

국어사   9문

운문 문학   11문

산문 문학   10문

  

  

  

  

  

04.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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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3조에 의한 표시

1) 제작연월일 : 2017-10-23

2) 제작자 : ㈜교육지대

3)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 이 콘텐츠는「콘텐츠산업 진흥법」외에도「저작권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콘텐츠의 경우, 그 콘텐츠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콘

텐츠산업 진흥법 외에도 저작권법에 의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광남고(서울 기타) 2016 2학기 기말 국어

정유연(yuyeon@eduzone.co.kr)
고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

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

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A)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

이 잘못인 것, 한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

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

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 

가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삼분지 일

밖에 수용 못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

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 편

한 자리에 삼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공으로 가치

가 충분한 것, 삼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

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에 용이한 

것, 각층에 수도, 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

도 가격은 염한 것, 염 하기는 하나 삼만 이천 원

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일만 오천 원쯤은 받겠

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

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삼만 이

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대야 

일 년에 고작 삼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

도 일 년에 만 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

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두 좀 생각해 봐야 대답허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

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두 줄었나 봐! 그 다리 첨 놀 제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여남은 이서 꺼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을 허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

“너두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돌만 허다든? 넌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나니? 서울로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쳇사람들은 모두 인

정이란 게 사람헌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 할아버니 산

소에 상돌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내가 천잘 끼구 그 

다리루 글 읽으러 댕겼다. 네 어미두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루 건네다 묻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중략>

㉡창섭은 입이 얼어 버리었다. 손만 부볐다. 자기의 생각

은 너무나 자기 본위였던 것을 대뜸 깨달았다.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

의 이단적인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였다.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말을 계속하였다.

(B)

“너루선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하

려는 게 과히 엉뚱헌 욕심은 아닐 줄두 안다. 그

러나 욕심을 부련 못쓰는 거다.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仁術)이라지 않니? 매살 순탄허게 진실허게 

해라.”

“…….”

“네가 가업을 이어 나가지 않는다군 탄하지 않

겠다. 넌 너루서 발전헐 길을 열었구, 그게 또 모

리지배의 악업이 아니라 활인(活人)허는 인술이

구나!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허니? 다만 삼사 대 

집안에서 공들여 이룩해 논 전장을 남의 손에 내

맡기게 되는 게 저윽 애석헌 심사가 없달 순 없

구…….”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두 이제두 말했지만 너두 

문서 쪽만 쥐구 서울 앉어 지주 노릇만 허게? 그따위 지주

허구 작인 틈에서 땅들만 얼말 골른지 아니? 안 된다. 팔 

테다. 나 죽을 임시엔 다 팔 테다. 돈에 팔 줄 아니? 사람

헌테 팔 테다. 건너 용문이는 우리 느르지논 같은 건 한 

해만 부쳐 보구 죽어두 농군으로 태낳은 걸 한허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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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했다. 독시장밭을 내논다구 해 봐라. 문보나 덕길이 같

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드라두 집을 팔아 살려구 덤빌 게

다. 그런 사람들이 땅임자 안 되구 누가 돼야 옳으냐?

그러니 아주 말이 난 김에 내 유언이다. 그런 사람들 무

슨 돈으로 땅값을 한몫 내겠니? 몇몇 해구 그 땅 소출을 

팔아 연년이 갚어 나가게 헐 테니 너두 땅값을랑 그렇게 

받어 갈 줄 미리 알구 있거라. 그리구 네 모가 먼저 가면 

내가 묻을 거구,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네 모만은 네가 서

울로 그때 데려가렴. 난 샘말서 이렇게 야인(野人)으로나 

죄 없는 밥을 먹다 야인인 채 묻힐 걸 흡족히 여긴다.”

“…….”

“자식의 젊은 욕망을 들어 못 주는 게 애비 된 맘으루두 

섭섭허다. 그러나 이 늙은이헌테두 그만 신념쯤 지켜 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어다구.”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 고치는 데로

나갔다. 옆에 앉았던 어머니는 두 눈에 눈물을 쭈루루 흘

리었다.

“너이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아뇨,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 건 오늘 제가 더 잘 알

었습니다.

우리 아버진 훌륭헌 인물이십니다.”

그러나 ㉣창섭도 코허리가 찌르르하였다. 자기가 계획하

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때문이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 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차를 

타러 가버리었다.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섰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이

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한편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레

었다.

<중략>

노인은 어두운 천정을 향해 쓴웃음을 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누구보다도 먼저 어제 고쳐 놓은 돌다리를 보러 나

왔다. 

흙탕이라고는 어느 돌 틈에도 남아 있지 않았다. 첫 곬

로도, 가운뎃 곬로도, 끝에 곬로도 맑기만 한 소담한 물살

이 우쭐우쭐 춤추며 빠져 내려갔다. 가운데 장으로 가 쾅 

굴러 보았다. 발바닥만 아플 뿐 끄떡이 있을 리 없다. 노

인은 쭈루루 집으로 들어와 소금 접시와 낯 수건을 가지고 

나왔다. 제일 낮은 받침돌에 내려앉아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였다. 나중에는 다시 이가 저린 물을 한입 물어 마시며 

일어섰다. 속의 모든 게 씻기는 듯 시원하였다. 그리고 수

염에 물을 닦으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한정을 넘는 법은 없다. 물

이 분수없이 늘어 떠내려갔던 게 아니라 자갈이 밀려 내려

와 물구멍이 좁아졌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받침돌의 

밑이 물살에 궁굴러 쓰러졌던 그런 까닭일 게다. 미리 바

닥을 치고 미리 받침돌만 제대로 보살펴 준다면 만년을 간

들 무너질 리 없을 게다. 그저 늘 보살펴야 허는 거다.

㉤사람이란 하눌 밑에 사는 날까진 하루라도 천리(天理)

에 방심을 해선 안 되는 거다…….' 

1. zb 1)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창섭은 아버지를 설득시키고자 한다.

㉡ : 창섭은 아버지의 반응에 당황하고 있다.

㉢ :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애착을 알 수 있다.

㉣ : 창섭은 아버지의 생각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

㉤ : 아버지는 자연의 이치를 알고 순응하여 살아가는 것

이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2. zb 2)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창섭’은 병원 확장을 위해 새로운 건물을 짓고자 하였다.

 ‘아버지’는 병원 확장이 창섭의 엉뚱한 욕심에서 나온 것이

라 생각하였다.

‘아버지’는 자신이 죽은 후에는 땅을 창섭에게 주지 않고자 

하였다.

‘창섭’은 돌다리가 무너진 것은 자연재해 때문이라고 생각

하였다.

‘창섭’은 부모님들과 같이 살지 못한 이유가 자신의 집이 

좁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3. zb 3)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는 창섭의 가치관을, ⓑ는 아버지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소재이다.

ⓐ는 ⓑ와 달리 쉽게 만들 수 있고 안정감을 주는 소재이

다.

ⓑ는 ⓐ와 달리 전통적인 가치관을 대변하는 소재이다.

ⓑ는 ⓐ와 달리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이다.

ⓑ는 ⓐ와 달리 가족의 추억이 담겨있는 소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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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zb4 )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는 서술자가 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A)에서는 사건의 현장감이 느껴진다.

(A)에서 창섭은 의사가 된 이유가 부모님의 영향으로 가능

했음을 밝히고 있다.

(B)는 서술자가 상황을 요약에서 보여주고 있다.

(B)에서 아버지는 창섭의 생각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당

부와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5. zb5 )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서술하여 주인공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서술자가 작중인물로 참여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하여 사건 진행을 느리게 하고 있

다.

미완의 결말 구조를 통해 새로운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인 논평이 드러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江강湖호애 病병이 깊퍼 竹듁林님의 누엇더니,

關관東동 八팔百 里니에 方방面면을 맛디시니,

어와 聖셩恩은이야 가디록 罔망極극다.

延연秋츄門문 드리라 慶경會회 南남門문 라보며,

下하直직고 믈너나니 玉옥節졀이 알 셧다.

平평丘구驛역 을 라 黑흑水슈로 ⓐ도라드니

ⓑ蟾셤江강은 어듸매오, 雉티岳악이 여긔로다.

昭쇼陽양江강 린 믈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孤고臣신 去거國국에 白髮발도 하도 ⓒ할샤

東동州밤 계오 새와 北븍寬관亭뎡의 올나니,

三삼角각山산 第뎨一일峯봉이 마면 뵈리로다.

弓궁王왕 大대闕궐 터희 烏오鵲쟉이 지지괴니,

千쳔古고 興흥亡망을 아다, ⓓ몰다.

淮회陽양 녜 일홈이 마초아 시고.

汲급長댱孺유 風풍彩를 고텨 아니 볼 ⓔ게이고.

6. zb 6) ㉠의 정서와 같은 것으로 적절한 것은?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 / 그리워하던 

님이 온다고 한들 반가움이 이보다 더하겠는가 / (산이 비

록) 말하거나 웃거나 하지 않아도 나는 그저 좋아하노라.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이 모두 어리석구나 / 구름이 

겹겹이 쌓여 험난하고 높은 이 산 중으로 어느 임이 나를 

찾아오겠는가마는 /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와 바람부는 소

리에 혹시 임이 오는 소리가 아닌가 하노라.

청산은 어찌하여 항상 푸르며 /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밤

낮으로 그칠 줄을 모르는가 / 우리도 그치지 말아서 오래

도록 높고 푸르게 살아가리라.

쟁반 가운데를 놓인 일찍 익은 감(홍시)이 곱게도 보이는

구나 / 유자가 아니라 해도 품어 가지고 갈 마음이 있지만 

/ 감을 품어가도 반가워 해 줄 부모님이 안 계시니 그것이 

서럽구나.

봄산에 쌓인 눈을 녹인 바람이 잠시 불고나서 간 데 없구

나 / 잠깐 동안 빌려다가 내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구나 / 

귀 밑의 해묵은 서리를 녹여 볼까 하노라.

7. zb 7)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유를 통해 연군지정(연군지정)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지명을 인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생략되는 장면을 통해 속도감 있게 글을 전개하고 있다.

3음보 율격을 통해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강, 산 이름을 통해 여행했던 고을을 알 수 있다.

8. zb 8) <보기>를 통해 ⓐ ~ ⓔ를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언어도 마치 생명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 생겨나고 끊

임없이 변하며, 어느 순간 없어지기도 한다. 지금이 순간에도 

우리도 모르게 언어는 계속 변하고 새롭게 태어나며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언어의 특성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관동

별곡 역시 언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는 이어적기 방식이 사용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군.

ⓑ는 한자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군.

ⓒ의 ‘~ㄹ샤’는 현대어로 바꾸면 ‘~구나’로 해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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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는 의문형이 사용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군.

ⓔ는 평서형이 사용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百川쳔洞동 겨 두고 萬만瀑폭洞동 드러가니,

㉠銀은  무지게, 玉옥 탄 ㉡龍룡의 초리,

섯돌며  소 十십里리의 자시니,

들을 제 우레러니 보니 눈이로다.

金금剛강臺  우層층의 仙션鶴학이 삿기 치니,

春츈風풍 玉옥笛뎍聲셩의 첫을 돗던디,

㉢縞호衣의玄현裳샹이 半반空공의 소소 니,

㉣西셔湖호 녯 主주人인을 반겨셔 넘노 .

(나)

小쇼香향爐노 大대香향爐노 눈 아래 구버보고,

正졍陽양寺 眞진歇헐臺 고텨 올나 안마리,

㉤廬녀山산 眞진面면目목이 여긔야 다 뵈다.

어와, 造조化화翁옹이 헌토 헌샤.

거든 디 마나, 셧거든 솟디 마나.

芙부蓉용을 고잣 , 白玉옥을 믓것 ,

東동溟명을 박 , 北북極극을 괴왓 .

놉흘시고 望망高고臺 외로울샤 穴혈望망峰봉이

하의 추미러 므 일을 로리라.

千쳔萬만劫겁 디나록 구필 줄 모다

어와 너여이고, 너 니  잇가.

(다)

開心심臺 고텨 올나 衆듕香향城셩 라보며,

㉥萬만二이千쳔峰봉을 歷녁歷녁히 혀여니,

峰봉마다 쳐 잇고 긋마다 서린 긔운,

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디 마나.

뎌 긔운 흐터 내야 人인傑걸을 고쟈.

形형容용도 그지업고 體톄勢셰도 하도 할샤.

天텬地디 삼기실 제 自然연이 되연마,

이제 와 보게 되니 有유情경도 有유情경샤.

毗비盧로峰봉 上샹上샹頭두의 올라 보니 긔 뉘신고.

東동山산 泰태山산이 어야 놉돗던고.

魯노國국 조븐 줄도 우리 모거든,

넙거나 넙은 天텬下하 엇야 젹닷 말고.

어와, 뎌 디위 어이면 알 거이고.

오디 못거니 려가미 고이가.

(라)

圓원通통골  길로 獅子峰봉을 자가니

그 알 너러바회 化화龍룡쇠 되어셰라

㉦千쳔年년 老노龍룡이 구구 서려 이셔

晝듀夜야의 흘녀 내여 滄창海해예 니어시니

風풍雲운을 언제 어더 三삼日일雨우 디련다

陰음崖애예 이온 플을 다 살와 내여라

磨마訶하衍연妙묘吉길祥샹 雁안門문재 너머 디여,

외나모 근 리 佛블頂뎡臺 올라니,

千쳔尋심絶졀壁벽을 半반空공애 셰여 두고,

銀은河하水슈 한 구 촌촌이 버혀 내여,

실티 플텨이셔 뵈티 거러시니,

圖도經경 열두 구, 내 보매 여러히라.

㉧李니謫뎍仙션 이제 이셔 고텨 의논게 되면,

㉨廬녀山산이 여긔도곤 낫단 말 못려니.

(마)

山산中듕을 양 보랴 東동海로 가쟈라.

籃남輿여緩완步보야 山산映영樓누의 올나니

玲녕瓏농 碧벽溪계와 數수聲셩 啼뎨鳥됴 離니別별을 

怨원 ,

旌졍旗긔를 티니 五오色이 넘노 ,

鼓고角각을 섯부니 海雲운이 다 것 .

鳴명沙사길 니근 이 ㉩醉仙션을 빗기 시러,

바다 겻 두고 海棠당花화로 드러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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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鷗구야 디 마라 네 버딘 줄 엇디 아.

9. zb9 ) 윗글의 시적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은?

특정 사물을 통해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고 있다.

특정 공간에 오르며 공자의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직접 체

험하고 있다.

공간의 변화에 따라 화자의 내면 심리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변화 무쌍한 산봉우리를 만든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

내고 있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대상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10.zb1 0) 윗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자의 감정을 후렴구에 반복하여 주제를 심화하고 있다.

탄식과 후회의 어조를 교차하여 복잡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처음과 끝을 유사한 내용으로 대응시켜 시상 전개에 운율

감과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명령적 어조를 반복하여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

다.

거쳐 온 곳을 단순하게 열거하면서 여정을 압축적으로 표

현하고 있다.

11.zb1 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

지 않은 것은?

<보기>

관찰사의 소임을 맡게 된 작가는 ‘관동별곡’을 통해 아름다운 금

강산의 자연 풍경에 의탁하여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다양

한 정서나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동시에 사대부로서 갖는 현

실 정치에 대한 참여 의지를 형상화하며 관찰사로서의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가)의 ‘仙션鶴학’을 통해 화자는 위정자로서 백성을 사랑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眞진歇헐臺’에서 봉우리들의 다양한 모습을 역동

적으로 그려내며 화자의 내면에 일어나는 감동을 드러내고 

있다.

(다)의 ‘개심대’에서 만이천봉의 깨끗한 기운을 모아 인재

를 만들고 싶어하는 화자에게서 현실 정치를 걱정하는 모

습을 찾을 수 있다.

(라)의 ‘화룡소’에서 삼일우를 바라보는 화자에게서 굶주린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관찰사로서의 정치적 포부를 발견할 

수 있다.

(마)의 ‘山산映영樓누’에서 화자는 금강산을 떠나기 아쉬워

하는 마음을 자연 풍경에 의탁하여 표현하고 있다.

12.zb 12) ㉠ ~ ㉩ 중 의미하는 바가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 ㉡, ㉦ ㉢, ㉣, ㉨ ㉣, ㉦, ㉩

㉤, ㉥, ㉨ ㉦, ㉧,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天텬根근을 못내 보와 望망洋양亭뎡 올은말이

바다 밧근 하이니 하 밧근 므서신고

㉠득 노 고래 뉘라셔 놀내관
블거니 거니 어즈러이 구디고

銀은山산을 것거 내여 六뉵合합의 리 
五오月월 長댱天텬의 白雪셜은 므 일고

져근덧 밤이 드러 風풍浪낭이 定뎡거
扶부桑상 咫지尺쳑의 明명月월을 기리니

瑞셔光광 千쳔丈댱이 뵈  숨고야

珠쥬簾렴을 고텨 것고 玉옥階계 다시 쓸며

啓계明명星셩 돗도록 곳초 안자 라보니

㉡白蓮년花화  가지 뉘라셔 보내신고

일이 됴흔 世셰界계 대되 다 뵈고져

流뉴霞하酒쥬 득 부어 려 무론 말이

英영雄웅은 어 가며, 四仙션은 긔 뉘러니

아나 맛나 보아 녯 긔별 뭇쟈 니

仙션山산 東동海예 갈 길히 머도 멀샤

松숑根근을 볘여 누어 픗을 얼픗 드니

애  사이 날려 닐온 말이

㉢그 내 모랴 上샹界계예 眞진仙션이라

黃황庭뎡經경 一일字 엇디 그 닐거 두고

人인間간의 내려와셔 우리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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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근덧 가지 마오. 이 술  잔 머거 보오

北븍斗두星셩 기우려 滄챵海水슈 부어 내여

저 먹고 날 머겨 서너 잔 거후로니

㉣和화風풍이 習습習습야 兩냥腋을 추혀드니

九구萬만里리 長댱空공애 져기면 리로다

이 술 가져다가 四海예 고로 화

億억萬만蒼창生을 다 醉케 근 後후의

그제야 고텨 맛나   잔 쟛고야

말 디쟈 鶴학을 고 九구空공의 올나가니

空공中듕 玉옥簫쇼 소 어제런가 그제런가

나도 을 여 바다 구버보니

기픠 모거니 인들 엇디 알리

㉤明명月월이 千쳔山산萬만落낙의 아니 비쵠  업다.

13.zb1 3) <보기>는 윗글의 생략된 다른 부분이다. <보기>와 

윗글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梨니花화 셔 디고 졉동새 슬피 울 제

洛낙山산 東동畔반으로 義의相상臺예 올라 안자

日일出출을 보리라 밤듕만 니러니

祥샹雲운이 집픠 동 六뉵龍뇽이 바퇴 동

바다 날 제 萬만國국이 일위더니

天텬中듕의 티니 豪호髮발을 혜리로다.

아마도 녈구름 근쳐의 머물셰라.

詩시仙션은 어 가고 咳唾타만 나맛니

윗글은 <보기>와 달리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

고 있다.

윗글은 <보기>와 달리 비교와 대조를 통해 화자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다.

윗글과 <보기> 모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

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윗글과 <보기> 모두는 대구와 연쇄를 통해 운율감이 나타

나고 있다.

윗글과 <보기> 모두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14.zb1 4)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연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

고 있다.

㉡ :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연을 예찬하는 태도를 드러내

고 있다.

㉢ :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

다.

㉣ :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소망하는 세계를 표

현하고 있다.

15.zb 1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상의 전개가 ‘현실-꿈-현실’의 순으로 전개되고 있다.

꿈속을 경험하여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게 된다.

망양정에서 바라본 파도와 달에 대한 감흥을 노래하고 있

다.

관리로서의 책임감과 인간 본연의 욕망 사이에서 방황이 

심화되고 있다.

신선의 세계를 동경하는 화자에게 영웅은 이백을, 사선은 

네 명의 신라 화랑을 의미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말뚝이 : 쉬이. (춤과 반주 그친다.)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오음 육률(五音六律) 다 버리고 저 버

드나무 홑뚜기 뽑아다 붙고 바가지장단 좀 쳐 주

오.

양반들 : 야아, 이놈, 뭐야!

말뚝이 :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용두 해금(奚琴), 북, 장

고, 피리, 젓대 한 가락도 뽑지 말고 건건드러지

게 치라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건건드러지게 치라네. (굿거리장단으로 

춤을 춘다.)

생원 : 쉬이. (춤과 장단 그친다.) 말뚝아.

말뚝이 : 예에.

생원 :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

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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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말뚝이 : 예에.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 말어 

일조식(日早食)하고, 마구간에 들어가 노

새 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질을 솰솰하

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서양(西洋) 영미

(英美), 법덕(法德), 동양 삼국 무른 메주 

밟듯 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구월이

라, 동여울 서구월 남드리 북향산 방방

곡곡(坊坊曲曲) 면면촌촌(面面村村)이, 

바위 틈틈이 모래 쨈쨈이, 참나무 결결

이 다 찾아다녀도 샌님 비뚝한 놈도 없

습디다.

<중략>

생원 :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새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말뚝이 :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예에. 이마만큼 터를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

문 꽂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저 하늘

로 낸 새처를 잡아 놨습니다.  

생원 : 야, 이놈 뭐야!  

말뚝이 : 아, 이 양반, 어찌 듣소. ⓑ자좌오향(子坐午向)

에 터를 잡고, 난간 팔자(八)로 오련각(五聯閣)과 

입구(口)자로 집을 짓되, 호박 주초(琥珀柱礎)에 

산호(珊瑚) 기둥에 비취연목(翡翠椽木)에 금파(金

波) 도리를 걸고 입구자로 풀어 짓고 쳐다보니 

천판자(天板子)요, 내려다보니 장판방(壯版房)이

라. 화문석(花紋席) 칫다 펴고 부벽서(付壁書)를 

바라보니 동편에 붙은 것이 담박녕정(澹泊寧靜) 

네 글자가 분명하고, 서편을 바라보니 백인당중유

태화(百忍堂中有泰和)가 완연히 붙어 있고, 남편

을 바라보니 인의예지(仁義禮智)가, 북편을 바라

보니 효제충신(孝悌忠信)이 분명하니, 이는 가위 

양반의 새처 방이 될 만하고, ⓒ문방제구(文房諸

具) 볼작시면 용장봉장, 궤(櫃) 두지, 자개 함롱

(函籠), 반닫이, 샛별 같은 놋요강, 놋대야 받쳐 

요기 놓고, 양칠간죽, 자문죽을 이리저리 맞춰 놓

고, ⓓ삼털 같은 칼담배를 저 평양 동푸루 선창에 

돼지 똥물에다 축축 축여 놨습니다.

생원：이놈, 뭐야!

말뚝이：아, 이 양반, 어찌 듣소. ⓔ쇠털 같은 담배를 꿀

물에다 축여 놨다 그리 하였소.

양반들：(합창) 꿀물에다 축여 놨다네. (굿거리장단에 맞

춰 일제히 춤춘다.)

- 「봉산탈춤」제6 과장 -

16.zb 16)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사한 발음을 활용한 언어유희로 대상을 희화화하고 있

다.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동일한 음절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반어적 표현으로 상대방에 대해 비꼬고 있다.

내용을 열거하면서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17.zb 17) <보기>를 바탕으로 ⓐ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에서 말뚝이와 양반들 사이의 대화는 일정한 구조를 보

인다. 즉, ‘말뚝이의 조롱’으로 시작하여, ‘양반들의 호통’, ‘말

뚝이의 변명’, ‘양반들의 안심’이 차례로 이어지는 일정한 재

담 구조가 반복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조를 통해 특정 부분

에서 인물의 대사, 소재에 담긴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와 ⓑ는 화를 내는 양반들을 안심시키려고 비현실적인 

사물을 꾸며낸 것이다.

ⓐ와 ⓓ는 상대를 조롱하는 의도를 나타내어 양반들의 반

발을 불러일으킨다.

ⓑ와 ⓔ는 직전의 대사와 이어지며 양반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와 ⓒ는 양반들의 안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나열하는 변

명의 일부이다.

ⓓ와 ⓔ는 극명히 대비되어 말뚝이의 변명이 진심이 아님

을 드러낸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원 : 그러면 이번엔 파자(破字)나 하여 보자.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냐?

서방 : (한참 생각하다가) ㉠네에, 거 운고옥편(韻考玉篇)

에도 없는 자인데, 그것 참 어렵습니다. 그 피마

자(麻子)라고 하는 자가 아닙니까?

생원 : 아, 거 동생 참 용할세.

서방 : 형님, 내가 그럼 한 자 부르라우?

생원 : 부르게.

서방 : 논두렁에 살피 짚고 섰는 자가 무슨 잡니까?

생원 : (한참 생각하다가) 아, 그것 참 어려운 잘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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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논임자가 아닌가?

서방 : ㉡하하, 그것 형님 잘 맞췄습니다. (이러는 동안

에 취발이 살짝 들어와 한편 구석에 서 있다.)

생원 : 이놈, 말뚝아!  

말뚝이 : 예에.

생원 : 나랏돈 노랑돈 칠푼 잘라먹은 놈, 상통이 무르익

은 대초  빛 같고, 울룩줄룩 배미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말뚝이 : ㉢그놈이 심(힘)이 무량대각(無量大角)이요, 날

램이 비호(飛虎) 같은데, 샌님의 전령(傳令)이나 

있으면 잡아 올는지 거저는 잡아 올 수 없습니다.  

생원 : 오오, 그리하여라. 옜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

라. (종이에 무엇을 써서 준다.)

말뚝이 : (종이를 받아 들고 취발이한테로 가서) 당신 잡

히었소.  

취발이 : 어데, 전령 보자.

말뚝이 : (종이를 취발이에게 보인다.)

취발이 :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의 앞에 

온다.)

말뚝이 :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내밀게 하며) 그

놈 잡아들였소.

생원 : 아,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냄새냐?

말뚝이 : ㉣예, 이놈이 피신(避身)을 하여 다니기 때문

에, 양치를 못 하여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이

외다.

생원 :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중략>

말뚝이 : 샌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

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뭣 하오? 돈이

나 몇백 냥 내라고 하야 우리끼리 노나 쓰도록 

하면, 샌님도 좋고 나도 돈냥이나 벌어 쓰지 않겠

소. 그러니 샌님은 못 본 체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일제히 어울려서 

한바탕 춤추다가 전원 퇴장한다.)

- 「봉산탈춤」제6 과장 -

18.zb1 8) ㉠ ~ ㉤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이 작품에서 대상을 풍자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그 중 하나는 

사실과 거짓을 섞어 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상대의 판단

력을 떨어뜨리고, 상대가 자신의 거짓말을 믿게 함으로써 상

대의 무지(無知)를 폭로하는 것이다.

㉠ ㉡ ㉢

㉣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감 : 여보게 할멈. 우리가 오래간만에 천우신조로 이렇

게 반갑게 만났으니 얼싸 안고 춤이나 추어 봅

세.(노랫조로) 반갑고나 얼러보세. (한참 춤을 추

고 있을 때 용산삼개 들머리집이 춤을 추면서 등

장한다. 영감은 그녀를 보고 그쪽으로 가서 함께 

어우러져서 춤을 추고 있을 때 혼자서 춤을 추고 

있던 미얄이 그 모양을 보고 그쪽으로 쫓아가서 

씩씩거리자 영감이 어색해져서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나온다.) 여보 할멈! 거 오래간만에 만났으

니 아이들 말이나 물어 봅시다. 처음 낳은 그놈은 

어떻게 자랐나?

미얄 : 아이구, 말도 맙소. 하도 빈곤하기에 산으로 나무

하러 갔다가 호랑이에게 물려 갔다오. (운다.)

영감 : 뭐가 어쩌고 어째? 오 인제는 자식도 다 죽이고 

아무것도 볼 것이 없으니 너하고 나하고 영영 헤

어지고 말자.

미얄 : 여보 영감, 오래간만에 만나서 어찌 그런 야속한 

말을 하나?

영감 : 듣기 싫다. 자식도 없는데 너와 살 재미가 조금도 

없지 않느냐?

미얄 : 이놈의 영감! 헤어지려면 헤어지자! (한편에 서 

있는 들머리집을 가리키며) 저렇게 고운 여자를 

얻어 두었으니까 나를 미워하는 거지.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고 이별 하면 같이 이별하지. 야! 너

는 나하고 무슨 원수를 져서 이 영감을 이렇게 

환장을 시켰느냐? 너 죽이고 나 죽으면 그만이다. 

(달려들어 들머리집을 때린다.)

들머리집 : (달려들어 같이 때리고 싸운다.)

영감 : (둘을 떼어 놓으며) 용산삼개 들머리집이 무슨 죄

가 있다고 때리느냐? 야, 이 더러 운 것아! 구린

내 난다. 썩 물러가거라.

미얄 : 오냐! 좋다! 이제는 나도 너 같은 놈하고 살기가 

싫다. 너하고 나하고 같이 번 세간이나 똑같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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눠 가지고 헤어지자. 어서 나눠라.

영감 : 오냐, 나눠 주마 나눠 줘. 물이 층층 수답이며 사

래 찬 밭은 나 가지고, 제비 같은 여종이며 날매 

같은 남종일랑 새끼 껴서 나 가지고, 황소 암소 

새끼 껴서 나 가지고, 곡식은 하나도 안 되는 저 

노리마당 모래밭 뙤기는 너 가지고, 숫쥐 암쥐 생

쥐까지 너 다 가져라. 그러면 똑 굶어 죽기 알맞

을 것이다.

미얄 : 이보소, 영감! 어찌 그리 야속한 말을 하나. 조금

만 더 갈라 줍소.

<중략>

[A]
영감 : 무슨 잔말이냐? (미얄을 발로 차고 마구 

때린다.)

미얄 : (악을 쓰며 발악하다가 쓰러져 죽는다.)

영감 : (들머리집과 좋아서 웃다가 미얄을 보고) 야, 정

말로 죽은 것 아니야? 거 원 성질도 급하기도 해

라. 꼭 가랑잎에 불붙기로구나. (미얄을 들여다보

며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아이고, 아이고, 정말

로 죽었구나. 아이고, 아이고. (노랫조로) 세상에

는 갖은 영약도 많은데 이렇게 약 한 첩 못 써보

고 갑자기 죽는단 말이 웬 말이란 말이냐? 아이

고, 아이고. 아이고, 아! (들머리집이 다가와 한참 

지켜보다가 영감의 등을 때린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둘은 껴안고 춤을 추면서 퇴장한다.)

남강노인 : 에헴! 에헤 — 엠! 아니, 이것들이 무슨 쌈을 

하는고? 오래간만에 만나더니 사랑 싸움인가? 동

네가 요란하구나. (미얄 있는 데로 가서 한참 보

고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아이고, 이것이 웬일이

냐? 지독하게도 죽었구나. 동네 사람들 이것 보

소. 미얄 할멈이 죽었구려. 아이고, 불쌍하고 가

련하여라. 영감을 잃고 갖은 고생을 하더니 그만 

죽고 말았구나. 이것을 어쩌나? 옳지! 기왕 죽었

으니 죽은 혼이라도 좋은 곳 극락세계 가라고 만

신이나 불러 굿이나 하여 줄 수밖에 없다. 만신 

부르러 갑네!

- 「봉산탈춤」제7 과장 -

19.zb1 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보기>

이 작품에는 조선 후기의 근대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배금주

의(拜金主義)적 가치관의 확산, 합리적인 개인주의, 여성의 권

익에 대한 인식, 부당한 권위의식에 대한 저항 정신, 전통적

인 성역할 및 가족관계의 변화 등이 이러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장자(長子)ㆍ남성 중심의 가족 제도와 혈연 공동

체의 결속을 축구하는 경향은 여전히 남아 있던 전근대적 요

소라고 할 수 있다.

영감이 첫째 아들의 생사에 큰 관심을 보이는 모습에서 전

통적인 성역할과 가족관계가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나는군.

미얄이 영감에게 자신이 번 재산을 똑같이 나누기를 요구

하는 모습에서 여성의 정당한 권익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는군.

미얄과 들머리집의 싸움에 개입하지 않는 영감의 모습에서 

혈연공동체의 결속을 추구하는 인물의 의도가 나타나는군.

영감이 미얄과 재산을 배분하는 방식을 예고하는 대사에서 

합리적 개인주의에 바탕을 두고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군.

들머리집이 자신에게 싸움을 거는 미얄에게 맞서는 모습에

서 부당한 남성 중심의 가족제도에 대한 저항 정신이 나타

나는군.

20.zb 20) 윗글의 ‘남강노인’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적절하

지 않은 것은?

<보기>

극 갈래에는 주요 갈등과 큰 관련이 없는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

는데, 이들이 아무 의미 없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작품

에서도 ‘남강노인’은 ⓐ관객들의 주의를 환기하며 관객들의 

극중 현실에 계속 몰입하도록 유도하고, ⓑ방금 극에서 일어

난 사건의 결말을 다시 진술하여 확인하고, ⓒ과거 인물의 내

력에 대해 요약적으로 제시하기도 하면서, ⓓ인물에 대한 자

신의 주관적인 평가를 제시하며, ⓔ극의 내용을 마무리 짓는 

등, 마치 서사 갈래의 서술자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다.

ⓐ ⓑ ⓒ

ⓓ ⓔ

21.zb 21) <보기>의 ㉠, ㉡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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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문
夜 矣 卯 乙 抱 遺 去 如

뜻 밤

어

조

사

토

끼
새

안

다

보

내

다

가

다

같

다

(다)

음 야 의 묘 을 포
견

(고)
거 여

해

석
밤에 몰래 안고 가다.

교사 : ‘서동요’에 쓰인 한자가 뜻을 빌렸는지, 음을 빌렸는지 

판단하여 위와 같이 해석해보았습니다. 위의 해석을 바

탕으로 할 때, ㉠실질형태소인데 한자의 음을 빌린 경우

나, ㉡형식형태소인데 한자의 뜻을 빌린 경우의 예를 각

각 찾아볼까요?

㉠ ㉡

夜 矣

卯 如

去 遺

乙 卯

如 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문자를 만들려면, 먼저 말의 소리, 즉 음운에 대한 

이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훈민

정음을 만들기 전에, 문자 체계의 바탕이 되는 음운 이론

을 이미 마련해 놓았다. 그 음운 이론 중 훈민정음의 제자

(制字)와 관련한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셋으로 분석

하였다. 음절은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덩어리를 말한

다. 예를 들어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말을 했을 때, 

‘나’, ‘는’, ‘학’, ‘교’, ‘에’, ‘간’, ‘다’가 각각 하나의 음절이 

되는 것이다. 우리말의 음절은 ‘나’와 같이 둘로 분석되기

도 하고, ‘는’과 같이 셋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이에 음절

을 셋으로 분석하고 첫소리를 초성, 그다음 소리를 중성, 

끝소리를 종성이라 하였다.

둘째, 초성과 중성은 구분하여 따로 글자를 만들었으나 

종성을 적는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았다. 초성과 종성이 

음운론적으로 비슷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즉, 

초성과 종성은 소리의 특성이 유사하여 따로 종성을 적는 

글자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훈민정음 해례본”(1446년) ‘제자해’ 첫머리에서는 “이

제 훈민정음을 지은 것도 처음부터 온갖 지혜를 다 부려 

쓰거나 힘써 찾은 것이 아니고, 다만 말소리를 따라 그 이

치를 다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우리말 연구를 

통해 그 말소리에 맞는 문자를 만들어 내었다는 사실을 잘 

알려 주고 있다.

(나) 초성을 적는 글자는 모두 17자이다. 초성 글자의 제

자 원리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기본 글자를 만들었다.

초성 글자는 가장 세지 않은 소리를 적는 글자를 먼저 

만들었는데, 이를 초성의 기본 글자라 한다. 이러한 기본 

글자는 소리를 낼 때의 발음 기관의 모습을 상형하여 만들

었는데, 그것이 ‘ㄱ, ㄴ, ㅁ, ㅅ, ㅇ’의 다섯 글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해’에서는 “초

성은 무릇 17자인데, 아음(牙音)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고, 설음(舌音)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

는 모양을 본떴고, 순음(脣音) ‘ㅁ’은 입의 모양을 본떴고, 

치음(齒音) ‘ㅅ’은 이의 모양을 본떴고, 후음(喉音)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둘째,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여 글자들을 만들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상형의 원리로 기본 글자 다섯 

자를 만들었고 이후 다른 글자들은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해 

만들었다. 이렇게 획을 더하는 원리를 ‘가획(加劃)’이라 한

다.

먼저 소리의 세기에 따라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해 ‘ㅋ, 

ㄷ, ㅌ, ㅂ, ㅍ, ㅈ, ㅊ, ㆆ, ㅎ’의 아홉 글자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제자해’에서는 “‘ㅋ’은 ‘ㄱ’에 비해서 소

리가 좀 세게 나기 때문에 획을 더한다. ‘ㄴ’과 ‘ㄷ’, ‘ㄷ’과 

‘ㅌ’, ‘ㅁ’과 ‘ㅂ’, ‘ㅂ’과 ‘ㅍ’, ‘ㅅ’과 ‘ㅈ’, ‘ㅈ’과 ‘ㅊ’, ‘ㅇ’과 

‘ㆆ’, ‘ㆆ’과 ‘ㅎ’은 그 소리에 따라 획을 더한 뜻이 모두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를 나

타내는 글자는 모두 같은 글자에서 변형된 것으로, 모양이 

비슷하다. 이는 다른 문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독

특한 특성이다.

그 밖에 ‘ㆁ’과 ‘ㄹ, ㅿ’을 만들었다. ‘ㆁ, ㄹ, ㅿ’은 비슷

하게 발음되는 ‘ㄱ, ㄴ, ㅅ’과 모양을 달리하며 만들었으므

로 ‘이체자’라 한다.

중성을 적는 글자는 모두 11자이다. 중성 글자의 제자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늘〔天〕과 땅〔地〕과 사람〔人〕을 상형하여 

기본 글자를 만들었다.

중성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소리는 세 가지이다. 이 

세 소리를 적기 위해 하늘〔天〕과 땅〔地〕과 사람〔人〕

을 상형하여 ‘ㆍ, ㅡ, ㅣ’의 세 글자를 만들었다. ‘ㆍ, ㅡ, 

ㅣ’는 초성 글자처럼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만든 것이 아

니다. 중성은 초성과는 달리, 발음할 때 입안에서 공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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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이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입안 어디에서 어떻게 소리 

나는지를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중성 글자는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만들 수 없다.

둘째, 기본 글자를 합성하여 다른 글자들을 만들었다.

기본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여덟 글자 ‘ㅗ, ㅏ, ㅜ, ㅓ, 

ㅛ, ㅑ, ㅠ, ㅕ’는 기본 글자를 합성하여 만들었다.

‘ㆍ’가 하나만 쓰인 ‘ㅗ, ㅏ, ㅜ, ㅓ’를 초출자(初出字), 각

각의 초출자에 ‘ㆍ’가 하나씩 더 붙어 만들어진 ‘ㅛ, ㅑ, 

ㅠ, ㅕ’를 재출자(再出字)라 한다.

셋째, 중성 11자에는 속하지 않으나 다양한 소리를 기록

하기 위해 합용의 방식으로 ‘ㅘ, ㆇ, ㅝ, ᆑ’나 ‘ㅚ, ㅐ, ㅟ, 

ㅔ’ 등의 글자를 만들기도 하였다.

(다)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우리말을 적을 때에는 반드

시 초·중·종성 글자를 한데 모아 적고, 거기에 다시 성조

(聲調)를 나타내는 방점(傍點)을 글자의 왼쪽에 찍도록 하

였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ㆍ, ㅡ, ㅗ, ㅜ, ㅛ, ㅠ’ 따

위는 초성 아래 붙여 쓰고, ‘ㅣ, ㅏ, ㅓ, ㅑ, ㅕ’ 따위는 초

성의 오른쪽에 붙여 쓴다. 무릇 글자는 반드시 합해야만 

음을 이룬다〔음절 합자〕.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거성(去聲)이고, 둘이면 상성(上

聲)이고, 점이 없으면 평성(平聲)이다. 입성(入聲)은 점을 

더하는 것은 같으나 촉급하다〔방점〕.”라고 설명하고 있

는 것이 그것이다.

훈민정음은 우리말의 초성과 중성을 단위로 하여 만든 

음소문자이면서, 글자에 음운 자질까지 반영하고 있는 자

질 문자이다. 그 시대로서는 대단히 앞섰던 음운 이론을 

근거로 당시의 우리말 소리를 분석하여 만든 대단히 과학

적인 문자이다.

(라) 世솅宗御製졩訓훈民민正音
㉮나‧랏:말‧미中國‧귁‧에달‧아文문字‧‧와‧로서르‧디

아‧니‧‧이런젼‧‧로어‧린百‧姓‧‧이니르‧고‧져‧홇‧배이‧셔‧
도‧:내제‧‧들시‧러펴‧디:몯‧노‧미하‧니‧라‧내‧이‧爲‧윙‧
‧야:어엿‧비너‧겨‧새‧로Ⓐ‧스‧믈여‧듧字‧‧‧노‧니:사:

마‧다:‧:수‧니‧겨‧날‧로‧‧메便뼌安‧킈‧고‧져‧미
니‧라

- “훈민정음(訓民正音)”(언해본)에서, 세조(世祖) 5년

(1459년)

22.zb2 2) (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말의 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분석할 수 있다.

종성은 초성과 소리의 특성이 음운론적으로 비슷하여 따로 

만들지 않았다.

음절은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덩어리로 하나 이상의 

음운으로 이루어진다.

훈민정음은 우리말 연구를 통해 그 말소리에 맞는 문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후 음운이론을 마련하여 독자적인 음

운이론의 발전을 가져왔다.

23.zb 23)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초성 중 ‘후음(喉音)’의 소리의 세기는 ‘ㅎ < ㆆ < ㅇ’ 순

이다.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글자는 초성 5글자와 중성 3글자

이다.

이체자 ‘ㆁ(옛이응), ㄹ, ㅿ’은 기본 글자와 모양은 다르지

만 발음은 비슷한 소리들이다.

다양한 소리를 기록하기 위해 기본 글자를 합성하여 ‘ㅗ, 

ㅏ, ㅐ, ㅚ, ㅟ’ 등을 만들었다.

중성 ‘ㅛ, ㅑ, ㅠ, ㅕ’는 ‘ㆍ’가 두 번 결합된 것으로 초성 

‘ㅌ, ㅍ, ㅈ, ㅊ’를 만든 제자원리와 같다.

24.zb 24) (나)와 관련하여 (라)의 밑줄 친 Ⓐ에 속하는 글자들

로만 이루어진 단어끼리 묶은 것은?

쪈ㆍ ㆍ:내 시ㆍ러

시ㆍ러 노ㆍ미 :어엿ㆍ비

:어엿ㆍ비 수ㆍ ㆍ노ㆍ

니

ㆍ노ㆍ니 ㆍ ㆍ메

ㆍ메 ㆍ고ㆍ져 ㆍ미니ㆍ라

25.zb 25) (라)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절합자의 규정에 따라 ‘ㅣ, ㅏ, ㅔ’의 중성은 초성의 오른

쪽에 붙여 썼군.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로 한자음을 중국 원음에 가깝도록 

표기하려고 했군.

‘나ㆍ랏’의 ‘ㅅ’은 현대국어에서 관형격조사 ‘의’와 쓰임이 

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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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어에는 사용되지 않는 합용병서 방식의 초성이 사용

되었군.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나’는 평성, ‘ㆍ미’는 거성, ‘:말’

은 상성을 표시하고 있군.

26.zb2 6) (라)에서 현대어로 바꾸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

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르 : 당시 문란했던 모음 조화가 현대국어에서 잘 지켜

지면서 ‘ㅡ’가 ‘ㅗ’로 바뀜.

젼 : 현대국어로 오면서 사용되지 않아 사어(死語)가 됨.

ㆍㆍ들 : 어두자음군 ‘ㅳ’이 된소리 표기로 바뀜.

펴ㆍ디 :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ㅣ’ 모음 앞 ‘ㄷ’이 

‘ㅈ’으로 바뀜.

:어엿ㆍ비 : 의미가 이동되어 현대국어에서 ‘사랑스럽게’의 

뜻으로 해석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世솅宗御製졩訓훈民민正音
나‧랏:말‧미中國‧귁‧에달‧아文문字‧‧와‧로서르‧디아‧

니‧‧이런젼‧‧로어‧린百‧姓‧‧이니르‧고‧져‧홇‧배이‧셔‧도
‧:내제‧‧들시‧러펴‧디:몯‧노‧미하‧니‧라‧내‧이‧爲‧윙‧‧
야:어엿‧비너‧겨‧새‧로‧스‧믈여‧듧字‧‧‧노‧니:사:마‧다:

‧:수‧니‧겨‧날‧로‧‧메便뼌安‧킈‧고‧져‧미니‧라
- “훈민정음(訓民正音)”(언해본)에서, 세조(世祖) 5년

(1459년)

(나) 밤 던 긔운이  되야  커가며 큰 반만 
여 븕웃븕웃 번듯번듯 놀며 젹이 왼 바다희 치며 몬

져 븕은 기운이  가며  흔들며 놀기 더욱 로 

며 항 고 독  것이 좌우로 놀며 황홀이 번득여 

냥목이 어즐며 븕은 긔운이 명낭야 첫 홍을 혜앗고 

텬듕의 반  것이 수레박회 야 믈속으로셔 치미

러 밧치시 올나 븟흐며 항독  긔운이 스러디고 처엄 

븕어 것 빗최던 거 모혀 소혀텨로 드리워 믈속의 풍덩 

디듯 시브더라 일이 됴요며 믈결의 븕은 긔운이 

 가며 일광이 쳥낭하니 만고 텬하의 그런 장관은 
두할  업슬더라.

- 의유당관북유람일기, 영조 48년(1772년) -

27.zb 27) (가)~(나) 중 아래의 <보기>에 해당하는 단어들의 예

로 적절한 것은?

<보기>

㉮ 이어적기란 앞 음절의 종성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등이 이어질 때 소리나는 대로 적는 방법이다.

㉯ 끊어 적기란 앞 음절의 종성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등이 이어지더라도 뒤 음절의 초성에 ‘ㅇ’을 표기하여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적는 방법이다.

㉰ 거듭 적기란 앞 음절의 종성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등이 이어질 때 앞 음절의 받침을 거듭하여 뒤 음절의 

초성으로 적는 방법이다.

㉱ 재음소화는 하나의 음소를 두 개의 음소로 쪼개어 표기하는 

방식이다.

      ㉮   ㉯  ㉰  ㉱

:말ㆍ미 긔운이 붉은 거


:말ㆍ미 젹이 것 

ㆍ노ㆍ미 믈속의 것 고

ㆍ노ㆍ미 젹이 놀며 야

姓ㆍ셩 바다희 헤앗고 더라

28.zb 28) (가)와 (나)의 음운 및 표기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

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는 (나)와 달리 ‘ㅸ’이 사용되었다.

(가)는 (나)와 달리 받침에 ‘ㄱ, ㄴ, ㄷ, ㄹ, ㅁ, ㅂ, ㆁ(옛이

응)’의 7종성법이 적용되었다.

(가)와 (나) 모두 ‘ㆍ(아래 아)’가 표기에 사용되었다.

(가)와 (나) 모두, 표기상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가)와 (나) 모두, 입술소리 ‘ㅁ, ㅂ, ㅍ’ 아래 ‘ㅜ’ 대신 ‘ㅡ’

가 사용되었다.

29.zb 29) (나)의 특징을 <보기>에서 고른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ㄱ. 작가의 섬세한 필치와 예리한 관찰력이 돋보인다.

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가 또렷하게 묘사되어 있다.

ㄷ. 색채어와 감각어를 활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ㄹ. 대상을 관조적인 태도로 감상하며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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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ㄱ ㄱ, ㄴ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30.zb3 0) (나)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일치하는 것끼리 

묶인 것은?

밤, 항, 독 항, 반, 소혀

독, 반, 믈결  반, 수레박회

소혀, 일광, 수레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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