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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정답 해      설

1 ② (가)에는 장래 희망은 소개하고 있지 않다.

2 ⑤ ‘웃음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자신의 특성을 강조하는 별명이다.

3 ④ 이 글의 글쓴이는 자신이 고양이를 키웠던 자신의 경험을 들어 장래희망과 고양이를 

좋아하는 자신의 특성을 소개하고 있다.

4 ③
자신에 대한 정보를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은 훌륭한 자기 소개가 아니다. 효과적인 소개를 위해

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와 특성을 인상 깊게 남기기 위해 목적, 독자, 주제를 고려

하여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고쳐쓰기를 거쳐야 한다.

5 ④ (라)에서는 글쓴이의 바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원영이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6 ⑤ 이 글은 글쓴이가 자신을 소개하고자 쓴 글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인 ‘원영’을 소개하는 글이다.

7 ③ (가)의 시적화자는 현재 청산이 아닌 곳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청산을 소망하고 있는 상태이다.

8 ⑤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것끼리 모으면 ⓐ, ⓔ, ⓕ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것끼리 모으면 ⓑ, 

ⓒ, ⓓ이다.

9 ②  시조란 고려시대 중~말엽에 발생한 정형시이다. 대체로 4음보(음보율), 3.4조(음수율)의 율격을 

지녔으며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을 지닌다. 이때 종장 첫구는 3음절로 고정된다.

10 ② (나)는 5가지 자연물을 각각 의인화하여 자신의 벗으로 표현하고 있다.

11 ③ (가)에서는 밝고 긍정적인 의미와 어둡고 부정적인 의미가 서로 대립하고 있고, (나)는 영원성, 

불변성의 의미와 가변성, 순간성의 의미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

12 ① 상징은 눈에 보이는 1개의 보조 관념에 독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원관념이 내포되어 

있다.

13 ⑤ ㉢은 슬픔을 그대로 표현하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이 슬픔을 고조시키고 있고, ㉤에서는 

달라진 남이의 모습을 애써 좋게 생각하려는 엿장수의 모습이 슬픔을 고조시킨다. 

14 ① ⓐ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유적 표현은 직유법이다. ①은 직유법, ②은 은유법, ③은 의인법, ④은 

의인법, ⑤은 비유적 표현이 아니다.

15 ① 설명에서 표현하는 방법은 비유법이다. ①에서는 비유법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②는 은유법, ③

은 직유법, ④는 활유법, ⑤은 직유법이다.

16 ④
철수는 남이가 잃어버린 고무신을 새로 사주려 할 만큼 남이를 아끼지만, 어른인 남이 아버지가 

남이를 데리고 가려 하면 우선 남이가 따라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가부장적인 성격을 지

녔음을 알 수 있다.



[서술형 문항]
문항

번호
정답 해설

1

 
질문하기 : 원영이에게 고양이가 왜 좋으냐고 물어보니, 고양이의 
생김새가 마음에 든다고 했다.

경청하기 : 원영이는 지난 수업 시간에 자기를 소개할 때, 자신은 
동물을 좋아하는데, 특히 고양이를 좋아한다고 했다.

관찰하기 :　내가 원영이의 짝꿍이니까 원영이를 가까이에서 볼 기
회가 더 많고, / 좋아하면 닮는다더니 원영이는 고양이와 비슷한 
면이 있다. 평소에는 말수 없는 원영이, 빙긋이 내 말을 들어주는 
원영이는 도도한 고양이 같다.
 

글쓴이가 글의 내용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한 방
법에는 질문하기, 경청하기, 관찰하기가 있다.

2 조직하기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생각하는 과정으로, 생성
한 내용을 관련 있는 것끼리 묶어 개요를 작성
하는 단계는 ‘조직하기’이다.

3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구천(九泉)에 ∨뿌리 곧은 줄을∨ 그로 하여∨ 아노라.

시조는 3.4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으며 4음보
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종장의 첫구는 3음절로 
고정되어 있다.

4

1.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냄으로써 인
간의 감정이나 사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는 효과가 있다.

2. 원관념이 드러나지 않고, 상징이 대신함으로써, 다양한 
   의미해석이 가능하다는 효과가 있다.

상징은 추상적인 원관념 여러 가지를 구체적인 
사물인 보조관념으로 대신하여 표현하는 방법이
다. 따라서 인간의 감성이나 사상과 같은 추상적
인 것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
로 표현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상징은 독자의 눈에 보이는 것이 구체적인 
보조관념뿐이므로, 다양한 원관념을 해석해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 묘사
<가>에서는 눈에 보이듯이 세밀하게 설명하는 
표현방식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러한 표현방식을 ‘묘사’라고 한다.



[서술형 문항]

문항

번호
정답 해설

6
반영론적 관점,
아버지가 자식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식의 결혼을 결정하는 사
회적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관점은 ‘반영론적 
관점’이다. 남이 아버지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 시대적, 사회적 상황은 자식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버지가 자식의 결혼을 결정하며, 자
식은 그에 따라야 하는 사회적 상황이다.

7 발단 > 전개 > 위기 > 절정 > 결말 소설의 진행단계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
말’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8 1.내용을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2.상황이나 심리를 참신하게 나타낸다.

비유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
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표현 방법이다. 따라서 내용을 구체적
이고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고, 상황이나 심
리를 참신하게 나타낼 수 있는 효과가 두드러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