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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정답 해      설

1 ② (가)에 나타나는 된소리는 ‘ㄲ’뿐이다.

2 ④ 국어의 자음 개수는 19개이고, 장애가 있이 발음되는 것은 자음이다. 모음은 자음 없이 홀로 소

리가 날 수 있으며, 이중모음의 개수는 단모음의 개수보다 하나가 많다.

3 ④ 단모음 10개 중에서 후설모음인 것은 ‘ㅡ, ㅓ, ㅏ, ㅜ, ㅗ’이다. 이 중에서 평순모음인 것은 ‘ㅡ, 

ㅓ, ㅏ’이며, 이 중에서 저모음은 ‘ㅏ’이다.

4 ③ (가)에 드러나는 언어의 본질은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이다.

5 ① (나)에 주로 나타나는 언어의 기능은 심미적 기능이다.

6 ⑤ 언어의 형식인 말소리와 내용인 의미의 관계는 우연적으로 결합된 것이다.

7 ① 어떤 대상이나 개념이 없어지면 그것을 표현하던 말도 함께 사라진 예는 ‘삐삐, 방갓’이다.

8 ④ 장음으로 발음 되는 것은 말(言), 밤(栗), 눈(雪)이다.

9  ①  맑은 하늘을 보며 느낀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이므로 정서적 기능에 해당한다.

10 ③ (가)는 설명문이므로 설명하는 글에 적합한 요약하기 방법을 골라야한다. 설명하는 글은 설명 내

용 가운데 중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글의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11 ⑤ (가)와 (나) 중심문장이 모두 끝부분에 있는 미괄식 구성이다.

12 ③ ③번은 의사소통과정에서 듣는 이가 지녀야 하는 태도가 아니라 말하는 이가 지녀야 할 태도이

다. 

13 ② 글 전체를 요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문단을 요약하고, 그 문단을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 지은 

후, 내용 구조도를 작성해야한다. 그 후에 글 전체를 요약하고 검토 및 수정해야 한다.

14 ⑤ 글에 담긴 모든 정보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요약하기’와 상반되는 설명이다.

15 ②
면담은 특정한 대상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 이뤄지는 말하기이므로 면담 대상자의 답변을 메모하

며 듣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면담의 과정에서 면담 대상자의 답변 내용에 따라 질문이 달라질 

수도 있으며, 면담자는 면담 대상자에게 예의를 지켜 말해야 한다.

16 ② ‘듣는 이’의 나이나 지적수준 등이 다르면 내용이 같아도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또한 의사

소통의 구성요소 중 ‘상황’은 넓은 의미에서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서술형 문항]
문항

번호
정답 해설

1 사회성, 자의성
프랑스인의 사회적 약속으로써의 언어의 특징이 
나타나므로 사회성이 드러나고, 중국인과 프랑스
인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자의
성이 드러나고 있다.

2 음운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는 ‘음운’이다.

3 변하는 것 : ㅒ, ㅕ, ㅖ, ㅙ, ㅛ, ㅞ, ㅢ
변하지 않는 것 : ㅏ, ㅐ, ㅓ, ㅔ, ㅗ, ㅚ, ㅜ, ㅟ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이중모음
과 변하지 않는 단모음을 구별하자면 정답은 ‘ 
변하는 것 : ㅒ, ㅕ, ㅖ, ㅙ, ㅛ, ㅞ, ㅢ / 변하지 않는 것 : 
ㅏ, ㅐ, ㅓ, ㅔ, ㅗ, ㅚ, ㅜ, ㅟ ’이다.

4
① 경구개음(센입천장 소리)
② ㅂ, ㅃ, ㅍ
③ ㄴ, ㄹ
④ ㅇ

㉠은 센입천장과 혓바닥에서 나는 경구개음(센
입천장 소리)이다.
㉡은 순음 중에서 안울림 소리에 해당하므로 ㅂ,
ㅃ, ㅍ이 해당한다.
㉢은 치조음 혹은 설단음 중에서 울림소리에 해
당하므로 ㄴ,ㄹ이 해당한다.
㉣은 연구개음 중에서 울림소리이므로 ㅇ이다.

5 혀의 높이는 낮아진다.
입의 크기가 벌어진다(커진다)

고모음에서 저모음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혀의 
높이는 점점 낮아지고, 입의 크기는 점점 커진
다.

6 ㉠ : 정서적 기능
㉡ : 지시적 기능

㉠에서는 안타까움과 속상함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정서적 기능에 해당한다.
㉡은 있는 그대로의 기온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
하므로 지시적 기능에 해당한다,

7 글의 종류, 읽기 목적 요약하기 방법은 글의 종류와 읽기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8
1)은 일반화하기,
2)는 재구성하기,
3)은 삭제하기이다.

1)은 ‘기타치기, 난초 기르기, 여행, 영화보기’를 
‘취미’라는 포괄적인 단어로 일반화한 경우이고,
2)는 중심문장에 뚜렷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중
심 내용을 만들어서 요약한 경우이다.
3)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요약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