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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정답 해      설

1 ①  제목과 내용에서 반어법이 쓰인 대표적 작품이다.

2 ⑤  비의 상징적 역할은 비극적 죽음이라는 결말 암시, 음울한 분위기 조성, 열악한 삶의 모습 제시 

등이다.

3 ⑤ 주인공은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의도적이고 과장된 행동을 한다.

4 ④ 주체높임법은 ‘께서’를 사용하고, ‘-시’를 붙이는 방법 등이 있다. 

5 ② 객체높임법은 특수한 어휘를 사용한다.

6 ① ①만 과거시제가 쓰였다.  

7 ③ 부정문은 부정 표현이 쓰이는 것만 부정표현으로 간주하고, 단순 부정에는 ‘않다’를 사용한다.

8 ⑤ ㉤만 단순 부정이다.

9 ③ ③은 능동 표현이다.

10 ① ①은 이중피동으로, 국어 문법에서는 이중 피동을 금지한다.

11 ④ 위 글은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현재의 상황을 강조한다.

12 ③ 이 작품은 작가 박완서의 어린 시절 경험이 담긴 자전소설이다.

13 ① ‘나’는 한글을 읽고 쓸 줄 알지만, 편지쓰기 때문에 한글을 지겹게 여긴다.

14 ④ ‘할아버지’는 창씨개명을 반대하지만, 면서기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15 ② (가)는 (나)와 달리 우회적 표현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한다.

16 ② (가)는 현실중심적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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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 문항]

문항

번호
정답 해설

1 Ⓐ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상징하고, Ⓑ는 비극성을 

심화시킨다.

같은 소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상황적 의미를 

지닌다.

2 시대상황 :　환경오염이 심각해진 현대사회

정서 : 어린날의 아름다운 낙동강을 그리워 함.  

위 작품은 환경오염이 심각해진 1990년대 낙동
강구를 배경으로 그린 작품으로, 어린날의 낙동
강을 그리워하면 쓸쓸해함.

3
(1)반대

(2)지금까지도 잘 견뎌 왔으니 더 기다려야 한다.

(3)찬성

(4)일본인 상가에서 장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오빠는 창씨개명을 반대하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작은숙부는 경성역 앞에서 장사를 
하는 입장으로 창씨개명에 찬성하고 있다.

4

할아버지께서 진지를 잡수신다.

어머님 말씀도 옳으신 데가 있습니다.

할머니,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선생님,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아니요, 다른 일이 생겨서 못 가요.

-

5 어제 본 영화는 정말 재미있었다. 
과거를 만드는 선어말 어미는 ‘-았-, -었-’이
다.



[서술형 문항]

문항

번호
정답 해설

6 나는 그 놀이 기구를 타지 않았다. 
의지 부정을 나타내는 긴 부정문을 만드는 보조
용언은 ‘-않았다’ 이다.

7 급식소가 식사 제공을 늦추었다.
사동을 만드는 표현은 ‘-추-’, ‘-게 하다’를 사
용하면 된다.

8 ㉠ -이-,-히-,-리-,-기-,-우-,-구-,-추-

㉡ -게 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