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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교시                      2 학년 반 번   성명                      1

━━━━━━━━━━━━━━━━━━━━━━━━━━━━━━━━━━━━━━━━━━━━━━━━━━━━◦ 문제지의 해당란에 학년․ 반․ 번호․ 성명을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학년․ 반․ 번호․ 성명을 쓰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번부터 8번까지는 문제지를 읽고 서술하는 문제입니다. 전체 시간

을 고려하여 요구하는 답안을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형문항 1

   다음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사고 과정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1단계와 3단계의 내용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4점]
   이 모양으로 모든 사상도 가고 신앙(信仰)도 변한다. 그러나 혈통
적인 민족만은 영원히 흥망성쇠(興亡盛衰)의 공동 운명의 인연에 
얽힌 한 몸으로 이 땅 위에 사는[生] 것이다. 세계 인류가 네오 내오 
없이 한 집이 되어 사는 것은 좋은 일이요, 인류의 최고요 최후인 희
망(希望)이요 이상(理想)이다. 그러나 이것은 멀고 먼 장래에 바랄 
것이요, 현실의 일은 아니다. 사해 동포(四海同胞)의 크고 아름다운 
목표를 향하여 인류가 향상하고 전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 일
이요 마땅히 할 일이나, 이것도 현실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일이니, 현
실의 진리는 민족마다 최선(最善)의 국가(國家)를 이루고 최선의 
문화(文化)를 낳아 길러서, 다른 민족과 서로 바꾸고 서로 돕는 일
이다. 이것이 내가 믿고 있는 민주주의(民主主義)요, 이것이 인류의 
현 단계에서는 가장 확실한 진리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으로서 하여야 할 최고의 임무(任務)는, 첫째
로, 남의 절제(節制)도 아니 받고 남에게 의뢰(依賴)도 아니 하는, 
완전한 자주 독립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 민
족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을뿐더러, 우리 민족의 정신력(精神力)을 
자유로 발휘(發揮)하여 빛나는 문화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렇게 완전한 자주 독립의 나라를 세운 뒤에는, 둘째로 이 지구상의 
인류가 진정한 평화(平和)와 복락(福樂)을 누릴 수 있는 사상을 낳
아, 그것을 먼저 우리 나라에 실현하는 것이다. 
   나는 오늘날의 인류의 문화가 불완전함을 안다. 나라마다 안으로
는 정치상, 경제상, 사회상으로 불평등, 불합리가 있고, 밖으로 국제
적으로는 나라와 나라의, 민족과 민족의 시기(猜忌), 알력(軋轢), 
침략(侵略), 그리고 그 침략에 대한 보복(報復)으로 작고 큰 전쟁이 
끊일 사이가 없어서 많은 생명과 재물을 희생하고도, 좋은 일이 오
는 것이 아니라 인심(人心)의 불안(不安)과 도덕(道德)의 타락(墮
落)은 갈수록 더하니, 이래 가지고는 전쟁이 끊일 날이 없어, 인류는 
마침내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 세계에는 새로운 생활 
원리(生活原理)의 발견(發見)과 실천(實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야말로 우리 민족이 담당한 천직(天職)이라고 믿는다.
   이러하므로, 우리 민족의 독립이란 결코 삼천 리 삼천만만의 일이 
아니라, 진실로 세계의 전체의 운명에 관한 일이요,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곧 인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보기
        1단계 :                                           

⇩
        2단계 :  최선의 문화를 낳아서 기른다.

⇩
        3단계 :                                          

⇩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곧 인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조건

◦ 지문에 나타난 표현을 사용할 것.
◦ 각각 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

서술형문항 2

   학급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게시할 글을 쓰기 위해 <보기1>의 공익
광고에 착안하여 학급 회의를 한 내용을 <보기2>와 같이 정리하고, 
이를 반영하여 한 편의 글을 썼다. 글에 반영되지 않은 회의 내용을 찾아 
이를 반영하여 글을 고쳐 쓰시오. [4점]

보기1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을 위해 손잡이를 잡아주는 당신.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신문을 접어서 보는 당신.
  이런 당신의 모습이 모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보기2
※  학급 회의 내용
  ◦ 공익광고의 주제를 반영합시다.
  ◦ 1, 2행은 학급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바꾸어 표현합시다.
  ◦ 3행은 공익광고의 문구를 활용하되 감각적인 표현과 직유법

을 사용하여 표현합시다.

공부하는 친구를 위해 교실에서 떠들지 않는 당신.

시력이 나쁜 친구를 위해 앞자리를 양보하는 당신.

이런 당신의 모습이 모여 따뜻한 우리 반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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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술형문항 3

   <보기>를 바탕으로 (가)에서 ‘나’의 정서를 자극하고 있는 소재를 
찾아, 이 소재가 ‘어머니’에게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지를 <조
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7점]
(가) 그 날 밤, 노인은 옛날과 똑같이 저녁을 지어 내왔고, 거기서 
하룻밤을 함께 지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일찍 K시로 나를 다시 
되돌려 보냈다. 나중에야 안 일이지만 노인은 거기서 마지막으로 내
게 저녁밥 한 끼를 지어 먹이고 당신과 하룻밤을 재워 보내고 싶어, 
새 주인의 양해를 얻어 그렇게 혼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었다. 언젠가 내가 다녀갈 때까지는 내게 하룻밤만이라도 옛 집의 
모습과 옛날의 분위기 속에 자고 가게 해 주고 싶어서였는지 모른
다. 하지만, 문간을 들어설 때부터 집안 분위기는 이사를 나간 빈 집
이 분명했었다. 한데도 노인은 그 때까지 매일같이 그 빈 집을 드나
들며 먼지를 털고 걸레질을 해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때 노인은 아
직 집을 지켜 온 흔적으로 안방 한쪽에다 이불 한 채와 옷궤 하나를 
예대로 그냥 남겨 두고 있었다. 
  이튿날 새벽 K시로 다시 길을 나설 때서야 비로소 집이 팔린 사실
을 시인해 온 노인의 심정으로는 그 날 밤 그 옷궤 한 가지나마 옛 
집 살림살이의 흔적으로 남겨서 나의 괴로운 잠자리를 위로하고 싶
었음이 분명한 것이다. 그러한 내력이 숨겨져 온 옷궤였다. 
  떠돌이 살림에 다른 가재도구가 없어서도 그랬겠지만, 이 20년 가
까이를 노인이 한사코 함께 간직해 온 옷궤였다. 그만큼 또 나를 언
제나 불편스럽게 만들어 온 물건이었다. 노인에게 빚이 없음을 몇 
번씩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가도 그 옷궤만 보면 무슨 액면가 없는 
빚 문서를 만난 듯 기분이 새삼 꺼림칙스러워지곤 하던 물건이었다.

(나) 아내가 느닷없이 화제를 바꾸고 나섰다. 별달리 노인을 달랠 
말이 없으니까, 지나간 일이나마 그렇게 넓게 살던 옛 집의 기억을 
상기시켜서라도 노인을 위로하고 싶어진 것이리라. 그것은 노인도 
한때 번듯한 집 살림을 해 온 기억을 되돌이키게 해서 기분을 바꿔 
드리고 싶어서이기도 했겠지만, 그 외에도 그것은 또 언제나 가난한 
살림만을 보고 가게 하는 부끄러운 며느리 앞에 당신의 자존심을 얼
마간이나마 되살려 내게 할 가외의 효과도 있을 수 있었다. 
어쨌거나 나는 당분간 다시 자리를 피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었다. 
  “옛날 살던 집이야, 크고 넓었제. 다섯 칸 겹집에다 앞뒤 터가 운동
장이었더니라.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남의 집 
된 지가 20년이 다 된 것을…….”

- 이청준, 「눈길」
보기

* 상징적 표현 : 상징이란, 추상적인 내용을 감각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으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보통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집단적
으로 작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어떤 한 작품이나 작가, 개
인에게만 적용되는 특수한 의미의 개인적 상징이 나타나기도 한
다. 표현의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문학적 표현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조건

◦ ‘(A)는 (B)라는 점에서 (C)로 볼 수 있다.’와 같은 문장 형태를 
취하되, (A)는 상징적 소재를, (B)는 (가)에서 이끌어 낸 내용을, 
(C)는 (나)에 나타난 단어를 사용하여 상징적 의미를 서술할 것.

서술형문항 4

   (가)를 바탕으로 [A]에 나타난 ‘웃음으로 눈물 닦기’ 방식을 <조
건>에 맞게 설명하시오. [4점]
(가) ‘웃음으로 눈물 닦기’는 ‘비애의 정서를 웃음으로 해소하는 의
도적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는 용어에는 
웃음과 눈물이 정반대의 상황이나 정서를 의미하는데, 상반되는 두 
상황을 의도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적극적으로 비애의 상태를 해소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러한 ‘웃음으로 눈물 닦기’가 언어생활 전
반에 걸쳐 널리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때, 이는 우리 언어문화의 
중요한 특질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낫 한 자루 들게 갈아 지게에 꽂아 지고서 묵은 밭이라면 쫓아
다니며 수숫대와 뺑대를 낱낱이 베어 짊어지고 돌아와서, 비스듬한 
언덕 위에 집터는 괭이로 깎아 다지고 집 한 채를 짓는 참이라, 안방 ․ 
대청 ․ 행랑의 몸채를 말집으로 얼기설기 엮어서 한나절에 다 지어놓
고 땀 씻으며 돌아보니, 적다하던 수숫대가 반짐이 그저 남았것다. 

  안방을 들여다보면 어찌나 너르던지 발을 뻗고 누워보면 발
목은 벽 밖으로 나가는지라, 착고를 찬 놈이나 다름없고, 방에
서 멋모르고 일어서면 모가지는 지붕 밖으로 나가는지라 회자
수에게 붙잡혀 칼쓴 놈이나 다름없고, 잠결에 기지개를 켤 양
이면 발은 마당 밖으로 나가고 두 주먹은 벽으로 나가고 엉덩
이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지라 

오가는 사람들이 출입할 때 걸린다고,
  “ 이 궁둥이 불러들여라! ”
하는 소리에 흥부는 깜짝 놀라 일어나 앉으면서 대성통곡으로 하는 
말이,
  “애고 답답 설움이야. 이 노릇을 어찌할꼬? 어느 누군 팔자 좋아 대
광보국(大匡輔國) ․ 숭록대부(崇祿大夫) ․ 삼공육경(三公六卿)되어 
있어, 고대광실 좋은 집에 부귀공명 누리면서 금의옥식(錦衣玉食)
에 싸여 있고, 이 몸 팔자 어이 이리 곤궁하여 말(斗)만한 오막살이
에 이 한 몸을 못 담으니, 지붕마루로 별이 뵈고 청천 한운 세우시에 
우대랑이 방중의(靑天寒雲細雨時 雨大郞 房中矣)라, 문 밖에서 가
랑비 내리면 방 안에는 굵은 비요, 앞문은 살이 없고 뒷문은 외(椳)
만 남아, 동지섣달 눈바람이 살 쏘듯이 들어오고, 어린 자식 젖 달라
고 자란 자식 밥 달라니 차마 서러워 못 살겠다 !”

                                                   - 작자 미상,「흥부전」

조건

◦ 등장인물이 처한 부정적 상황을 언급할 것.
◦ 웃음을 유발하는 방법을 언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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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문항 5

   ㉠과 ㉡에서 화자가 보여 준 현실 대응 방식의 공통점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7점]

(가)  매운 계절(季節)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北方)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 이육사, 「절정」

(나)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넷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어릴 때는 나비를 좇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치면서 말야.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 나희덕, 「땅끝」

조건

ㄱ. ㉠과 ㉡의 시어들을 활용할 것.
ㄴ. 화자가 처한 상황과 화자의 태도에 대해 언급할 것.

서술형문항 6  

   다음 편지를 받고 <보기>와 같이 ‘받은 이(아들)’가 답장을 쓴다고 
할 때, (가)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4점]
  세상의 옷이나 음식ㆍ재물 등은 부질없는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
다. 옷이란 입으면 닳게 마련이고 음식은 먹으면 썩고 만다. 자손에
게 전해 준다 해도 끝내는 탕진되고 만다. 다만 몰락한 친척이나 가
난한 벗에게 나누어 준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의돈*의 창고 속에 감춰 둔 것은 지금 흔적이 없지만 소부*의 황금
은 지금까지도 이야기가 전해 오고, 금곡*의 화려하던 장막도 이제
는 티끌로 변해 버렸지만 범중엄*이 보리배에 보리를 실어 친구를 
도왔던 일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왜 그런가 하
면 형태가 있는 것은 없어지기 쉽지만 형태가 없는 것은 없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기 재물을 사용해 버리는 것은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고 재물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정신적으로 사용
하는 것이 된다. 물질로써 물질적인 향락을 누린다면 닳고 없어질 
수밖에 없고 형태 없는 것으로 정신적인 향락을 누린다면 변하거나 
없어질 이유가 없다.
  무릇 재화를 비밀리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남에게 시혜(施惠)*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러면 도적에게 빼앗길 걱정이 없고 불
이 나서 타 버릴 걱정이 없고 소나 말로 운반하는 수고도 없다. 그리
하여 자기가 죽은 후 꽃다운 이름을 천년 뒤까지 남길 수도 있다. 자
기 몸에 늘 재화를 지니고 다니는 방법에 그러한 수가 있으니 세상
에 그처럼 유리한 게 있겠느냐? 꽉 쥐면 쥘수록 더욱 미끄러운 게 재
물이니 재물이야말로 메기 같은 물고기라고나 할까?
* 의돈 : 중국 춘추시대 노(魯)나라의 대부호.
* 소부 : 중국 한나라 때 소광(疏廣)을 말함. 황제에게 받은 재산을 친구들에

게 나누어 주었음.
* 금곡 : 중국 진(晉)나라 때 부자이던 석숭(石崇)이 살던 별장이 있던 곳. 
* 범중엄 : 중국 송나라 때 이름난 재상.
* 시혜 : 은혜를 베풂.

- 정약용,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보기
  아버님께.
  보내 주신 서신 잘 받았습니다. 그곳 생활이 많이 힘이 드실 텐데
도, 아버님의 건강하신 목소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서신을 받아
보니 다소는 마음이 놓입니다.
  유배지에 계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보내주시는 서신
들은 아버님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매번 크나큰 가르침이 됩
니다. 이번에 보내 주신 아버님의 편지를 통해서도 저희는   

새로운 깨달음 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

   늘 건강하시길 바라며, 또 글월 올리겠습니다.
아들 올림.

조건

◦ 새로운 깨달음 의 내용을 편지의 주제와 연관 지어 서술하되, 
편지에 활용된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

◦ 본문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4
 

국 어

4 4                                   이 시험지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서술형문항 7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보기>와 같이 ‘문장의 확대’를 연습하였다. 
㉠ ~ ㉢에 들어갈 문장을 쓰시오. [10점]
* 문장의 짜임새
  ∙ 홑문장 : 한 문장 안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씩만 이루

어진 문장
  ∙ 겹문장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이어진 문장
     - 안긴 문장 :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
        ㆍ명사절 : 명사형 어미 ‘-(으)ㅁ, -기’로 실현
        ㆍ서술절 : 특정한 절 표지가 없음.
        ㆍ관형절 :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등으로 실현
        ㆍ부사절 : 부사형 어미 ‘-이, -게’ 등으로 실현
        ㆍ인용절 : 인용 조사 ‘고, 라고’로 실현
     - 이어진 문장 : 두 개 이상의 홑문장이 나란히 이어진 문장
        ㆍ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대등적 연결 어미 ‘-고’, ‘-지만’  

등으로 실현
        ㆍ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종속적 연결 어미 ‘-면, -아서/어  

서’ 등으로 실현

보기
겨울이 왔다. + 눈이 내렸다. 꽃이 예쁘다. + 꽃이 피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관형절로 안긴 문장

㉠   +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조건

◦ ㉠은 앞 문장이 ‘원인’이 되도록 결합할 것.
◦ ㉡은 앞 문장이 관형절로 안기도록 할 것.
◦ ㉢은 ㉠을 앞 문장으로 할 것.

서술형문항 8

   다음 작품에서 <보기>의 ㉠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쓰고, 그렇게 
표현한 의도를 주제와 관련 지어 서술하시오. [10점]
화풍(和風)이 잠깐 불어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청향(淸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에 진다.
술동이가 비었거든 나에게 알리어라.
소동(小童) 아이에게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하여 시냇가에 혼자 앉자,
명사(明沙) 깨끗한 물에 잔 씻어 부어 들고,
청류(淸流)를 굽어보니, 떠오는 것이 도화(桃花)로다.
무릉(武陵)이 가깝도다, 저 들이 그곳인가?
송간(松間) 세로(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여잡고,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에 펼쳐졌네.
연하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펼친 듯,
엊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하구나.
공명(功名)도 날 꺼리고 부귀(富貴)도 날 꺼리니,
청풍명월(淸風明月) 외에 어떤 벗이 있을고?
단표누항(簞瓢陋巷)*에 헛된 생각 아니 하네.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한들 어떠하리.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미음완보(微吟緩步): 작은 소리로 읊으며 천천히 거닒.
* 연하일휘(煙霞日輝) :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
* 단표누항(簞瓢陋巷) : 한 소쿠리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

보기
  고전 시가에서 ㉠ 주체(주어)와 객체(목적어)를 바꾸어 표현한 
구절이 종종 보인다. 예컨대, 정훈의 ‘탄궁가(嘆窮歌)’에서 ‘ 너(가
난) 혼자 신의(信義)있어 나를 아니 버리나니’를 보면,  ‘가난이 나
를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확인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