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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정답 해      설

1 ② 서술어에 어미 ‘-시’를 붙이면 문장의 주체를 높일 수 있으며, 말하는 이보다 주어의 지위가 높

을 때 사용하는 것은 주체높임법이다.

2 ⑤ ⑤에는 객체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3 ④ 격식 있는 자리에서 높은 사람에게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해야 한다.

4 ③ ㉠은 과거시제, ㉡은 현재시제, ㉢은 미래시제, ㉣은 가능성을 나타낸다.

5 ④ 명령문과 청유문의 부정 표현에는 ‘-말다’ 가 사용된다.

6 ① ‘물이 따뜻하지 않았다’를 보면 과거 시제이며 단순 부정임을 알 수 있다.

7 ③ 사동은 ‘주체가 동작을 하게 하는 것’이고 피동은 ‘주체가 동작을 당하는 것’이다.

8 ① ①은 주동 표현이다.

9 ② ②는 ‘-이-’와 ‘-어지다’가 함께쓰인 이중피동이므로 틀린 표현이다.

10 ③ 시의 화자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현대인의 이기심을 비판한다.

11 ⑤ ㉤은 과거의 강의 모습이다.

12 ④ 윗글은 인물의 내적갈등보다 창씨개명을 둘러싼 인물간의 외적갈등이 서술의 중심이다.

13 ⑤ 윗글의 시대 당시에도 ‘창가, 체조’보다는 ‘국어, 수학’을 중시하는 어른들의 모습이 보인다.

14 ① ‘엄마’는 자식들의 앞날을 걱정하므로 창씨개명에 찬성한다.

15 ③ 제시된 글을 반영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한 것이고,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해석한 것은 ③이다.

16 ② (가)는 자연과 인간을 동일시하며 현실에 순응하여 살 것을 권유한다.



[서술형 문항]

문항

번호
정답 해설

1 배급제, 애국반, 창씨개명령
일제강점기를 드러내는 부분은 운동화 고무신 
등을 ‘배급’하는 부분과 ‘애국반’ 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개명령’ 
이 있다.

2 ㉠ 창씨개명을 하지 않음
㉡ 음력 ‘설’을 지켜나감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순된 행동을 하
고 있다. 그 중 할아버지의 전통적인 모습은 ‘창씨
개명’을 하지 않는 것이고, 마을 사람들은 창씨 개
명을 하면서도 ‘음력 설을 지키려’ 한다. 

3 ㉠ 우의적
㉡ 직설적

(가)와 (나)는 같은 시대 상황에 서로 다른 태
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 표현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가)는 우회적으로 돌려서, (나)는 직접적
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4 잘 나가세요-> 잘 나가요
이유 : 사물을 높였기 때문

일상생활에서 사물에 존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5 내일 먹을 고기는 정말 맛있겠다. 주어진 문장의 시제를 미래로 고치면 ‘먹은->먹
을, 맛있었다->맛있겠다’ 로 바뀐다.



[서술형 문항]

문항

번호
정답 해설

6 나는 그 집을 떠나지 못했다. 긴 부정문이므로 ‘아니하다, 못하다.’ 중에 능력 
부정은 ‘못하다’이다.

7 명수가 재석이를 울렸다.
주어진 문장을 사동으로 바꾸면 새로운 주어 ‘명
수’가 등장하고 서술어 ‘울다’가 ‘울리다’로 바뀌
게 된다.

8 ㉠ 이, 히, 리, 기
㉡ -어지다.

피동을 만드는 방법은 접사 ‘-이-,-히-,-리
-,-기-’를 붙이는 방법과 용언에 ‘-어지다’를 
붙이는 방법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