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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정답 해      설

1 ① 안울림 소리는 8가지가 드러나고 있다,

2 ⑤ 소리낼 때 입술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한다.

3 ① 주어진 모음들을 발음할 때 혀의 높이는 점차 낮아지고, 입의 크기는 점차 커진다.

4 ④ 퐁당퐁당에 드러나는 전설모음은 ‘ㅣ, ㅔ, ㅐ’이다.

5 ② <가>에 드러나는 언어의 기능은 명령적 기능이다.

6 ② ㉠에서 드러나는 언어적 기능은 정서적 기능이고 ㉡은 지시적 기능이다.

7 ⑤ 국어는 주로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순서로 문장이 이루어진다.

8 ④ ‘삐삐’는 언어변화의 원인 중 실제 물건이 소멸되어 그것을 지칭하는 언어도 함께 사라진 예이

다.

9 ① 제시문에 주로 나타난 언어적 기능은 심미적 기능으로 언어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

10 ③ 모음을 구별하는 기준은 입술의 모양으로 원순모음과 평순모음으로 나뉜다.

11 ④ 내용구조도는 복잡한 글과 간단한 글 모두에서 효과적이며, 특히 복잡한 글의 경우 한눈에 내용

을 알아보는데 좋다.

12 ⑤ 요약하기는 글의 종류 및 읽기 목적이 다를 경우에 요약하기 방법도 달라진다.

13 ③
글 전체 요약하기 순서는 ‘문단 요약하기- 문단 연결짓기- 내용 구조도 작성하기-글 전체 요약

하기- 검토 및 수정하기’이다.

14 ② 면담은 동영상 촬영이나 녹음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면담 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15 ① <가>보다 <나>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원인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고려하여 설명을 했기 때문이다.

16 ③ ㉠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약하기 방법은 ‘삭제하기’이고, ㉡은 ‘일반화하기’, ㉢은 ‘재구성하기’이

다.



[서술형 문항]

문항

번호
정답 해설

1

㉠은 사회성
㉡은 자의성
㉢은 역사성
㉣은 창조성
㉤은 규칙성

여섯 명의 아이들이 영원히 ‘펜’ 대신 ‘프린들’
이라는 단어를 쓰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언어의 
본질 중에서 사회성과 관련이 깊다. 또한, ‘프
린들’이라는 단어는 우연히 결정되었으므로 언
어의 본질 중에서 자의성과 관련이 깊다. 이처
럼 인간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낼 수 있으므
로, 언어의 본질 중에서 역사성과 창조성이 동
시에 드러난다. 
 이 외에도 언어가 지닌 규범, 문법과 관련하여 
규칙성이라는 언어의 본질이 있다.

2 자의성, 사회성

각 집단에 따라 언어는 사회적 규칙이 다르므로 
‘사회성’이 드러나고, 각각의 언어에 따라 같은 
의미일지라도 다른 발음이 드러나는 것은 언어
의 의미와 발음이 우연히 결정되었다는 ‘자의성’
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3 ㅏ 단모음 중에서 후설모음, 평순모음, 저모음의 조
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ㅏ’뿐이다.

4 말의 뜻을 구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음운의 정의는 ‘말의 뜻을 구분해주는 소리의 가
장 작은 단위’이다.

5

㉠은 목청소리
㉡은 ㅂ,ㅃ,ㅍ
㉢은 ㅈ,ㅉ,ㅊ  
㉣은 ㄴ,ㄹ
㉤은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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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정답 해설

6 ㉠ : 정서적 기능
㉡ : 명령적 기능

같은 ‘오늘 날씨가 참 좋다.’라는 말이 맑은 
하늘을 보며 혼잣말로 말한 경우엔 ‘정서적 

기능’이 드러나고, 운동을 하러 나가지 않으려는 
딸에게 엄마가 말한 경우엔 ‘명령적 기능’이 

드러난다.

7
㉠은 인물, 사건, 배경, 문제해결 중 2가지
㉡은 주장
㉢은 근거

이야기 글은 인물, 사건, 배경, 문제해결을 중심

으로 요약해야 하며, 주장하는 글은 주장과 근거

를 중심으로 요약해야한다.

8
㉠은 상호작용
㉡은 상황
㉢은 전달내용

듣기와 말하기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상소작

용을 통한 의미구성과정이다. 의사소통의 구성 요

소에는 말하는 이, 듣는 이, 상황과 전달내용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