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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육사의 유년 시절은 그가 쓴 수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항일 의병

장을 여럿 배출한 선대로부터 대의명분을 중 시하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

람이 되라고 배우며 자랐는데, 이러한 지사적 가풍이 자신의 일생을 지배

했다고 고백한다. 또 그는 고향의 낙동강 가에 앉아, 강물의 큰 흐름을 생

각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간 ‘영웅’의 이야기에 심취했다고 한다. 이러한 

유년의 경험은 민족사의 부활을 믿고 이를 위해 헌신한 그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삶과 시를 일치시킨 그의 시 세계를 구축하게 하였다.

<보 기>

대상 대상의 심상 화자의 태도

ⓐ 돌아보니 청산 월백 더욱 무심하여라

ⓑ 돌아보니 장안 홍진 잊은 때가 있으랴

  (가)

  생명은 / 추운 몸으로 온다

  벌거벗고 언 땅에 꽂혀 자라는 / 초록의 겨울보리,

  생명의 어머니도 먼 곳 / 추운 몸으로 왔다

  진실도 /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온다

  버려지고 피 흘리면서 온다

  겨울 나무들을 보라

  추위의 면도날로 제 몸을 다듬는다

  잎은 떨어져 먼 날의 섭리에 불려가고

  줄기는 이렇듯이 / 충전 부싯돌임을 보라

  금 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생명은 / 추운 몸으로 온다

  열두 대문 다 지나온 추위로

  하얗게 드러눕는 / 함박눈 눈송이로 온다

- 김남조,「생명」-

  (나)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 나간 후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 때문이었다

  뻘밭에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

  숨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왜 무릎을 꺾는 것일까

  깊게 허리를 굽혀야만 할까

  생명이 사는 곳은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저 무위(無爲)한 해조음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과

  각혈하듯 노을을 내뿜는 포구를 배경으로

  성자처럼 뻘밭에 고개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건한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 문정희,「율포의 기억」-

  (다)

  여보게 이웃들아, 산수(山水) 구경 가자꾸나.

  답청(踏靑)은 오늘 하고, 욕기(浴沂)는 내일(來日) 하세. 

  ⓐ아침에 채산(採山)하고, 저녁에 조수(釣水)하세.

  갓 발효하여 익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걸러 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셈을 하며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잠깐 불어 녹수(綠水)를 건너오니, 

  ⓒ청향(淸香)은 잔에 지고, 낙홍(落紅)은 옷에 진다. 

105.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②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③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 세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사물의 속성을 인간의 삶과 대비해 가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⑤ 구도적인 자세를 통해 사물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10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차디찬’과 (나)의 ‘영하 13도’는 모두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예고한다.

② (가)의 ‘넋’과 (나)의 ‘혼’은 모두 숭고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③ (가)의 ‘박꽃’은 순수함을, (나)의 ‘꽃’은 생명력을 함축하고 있다.

④ (가)의 ‘사랑했거늘’은 화해의 의미를, (나)의 ‘으스러지도록’은 대결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가)의 ‘쫓아다녀도’는 동경을, (나)의 ‘들이받으면서’는 거부를 의미한다.

107. (가)와 (다)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는 (다)에 비해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② (다)는 (가)에 비해 음악적 리듬감이 두드러진다.

③ (다)는 (가)와 달리 대구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④ (다)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⑤ (가)와 (다) 모두 영탄의 어조로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108.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3연의 ‘큰강’은 역사적 현실의 비유적 표현이겠군.

② 4연의 ‘곧은 기운’은 선대로부터 배우고 익힌 기상의 의미이겠네.

③ 5연의 ‘동상’은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신념을 지키려는 당당함의 표상이겠네.

④ 6연의 ‘노래’는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표현한 슬픔의 노래이겠군.

⑤ 7연의 ‘너조차 미친들 어떠랴’에서는 화자의 시련 극복의 의지가 느껴지는군.

109. (나)의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 ㉡은 앞과 뒤에 배치된 시상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

② ㉠과 ㉡은 화자의 감정과 인식에 독자가 주목하도록 한다.

③ ㉠의 ‘천천히’, ‘서서히’는 ‘싹’이 ‘잎’이 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함을 표현한다.

④ ㉡은 ‘자기의 온몸으로’가 ‘자기 몸으로 꽃 피는’으로 비약하는 데 대한 

정서적 대응이다.

⑤ ㉠에서 ㉡으로 가면서 화자의 시선이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된다.

110. (다)의 ⓐ와 ⓑ를 중심으로 (다)를 <보기>와 같이 정리하여 감상하

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만첩’은 ⓐ와 ⓑ의 대상 간의 단절을 강조하는 시어이다.

② ‘월백’은 ‘홍진’과 대비되어 강호 공간의 청정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부각한다.

③ ⓐ는 ‘더욱 무심하여라’와 연결되어 강호 공간에서 화자가 추구하려는  

  자기 절제의 내면세계를 드러낸다.

④ ⓑ는 ‘잊은 때가 있으랴’와 연결되어 강호 공간에서도 버릴 수 없었던   

  정치적 이상에 대한 미련을 드러낸다.

⑤ ⓐ와 ⓑ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던 화자가 선택한 최종적인 삶의 방향은  

  ⓑ의 대상이다

[111-1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1)

21) 2009년 9월. 고2 전국연합. 13-18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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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동이가 비었거든 나에게 알리어라. 

  소동(小童) 아이에게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하여 시냇가에 혼자 앉자, 

  명사(明沙) 깨끗한 물에 잔 씻어 부어 들고, 

  청류(淸流)를 굽어보니, 떠오는 것이 도화(桃花)로다. 

  무릉(武陵)이 가깝도다, 저 들이 그곳인가? 

  송간(松間) 세로(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여잡고,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에 펼쳐졌네. 

  연하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펼친 듯, 

  엊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하구나. 

  ⓓ공명(功名)도 날 꺼리고, 부귀(富貴)도 날 꺼리니, 

  청풍명월(淸風明月) 외(外)에 어떤 벗이 있을고? 

  ⓔ단표누항(簞瓢陋巷)*에 헛된 생각 아니 하네.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樂)이 이만한들 어떠하리.

- 정극인,「상춘곡(賞春曲)」-

  * 미음완보(微吟緩步) : 작은 소리로 읊으며 천천히 거닒.

  * 연하일휘(煙霞日輝) :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

  * 단표누항(簞瓢陋巷) : 한 소쿠리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 

< 보 기 >
  ‘검다’는 대개 ‘어둠, 죽음, 허무’ 등을 상징한다. 그러나 (나)에서는 

강한 생명력을 품고 있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가)

   그 맑고 거룩한 눈물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여

   그 따사하고 살틀한 볕살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여

   눈물의 또 볕살의 나라에서 당신은

   ⓐ이 세상에 나들이를 온 것이다

   쓸쓸한 나들이를 단기려 온 것이다

   눈물의 또 볕살의 나라 사람이여

   당신이 그 긴 허리를 굽히고 뒷짐을 지고 지치운 다리로

   싸움과 흥정으로 왁자지껄하는 거리를 지날 때든가

   추운 겨울밤 병들어 누운 가난한 동무의 머리맡에 앉어

   말없이 무릎 우 어린 고양이의 등만 쓰다듬는 때든가

   당신의 그 고요한 가슴 안에 온순한 눈가에

   당신네 나라의 맑은 한울이 떠오를 것이고

   ㉠당신의 그 푸른 이마에 삐여진 어깻죽지에

   당신네 나라의 따사한 바람결이 스치고 갈 것이다

   ㉡높은 산도 높은 꼭다기에 있는 듯한

   아니면 깊은 물도 깊은 밑바닥에 있는 듯한 당신네 나라의

   하늘은 얼마나 맑고 높을 것인가

   바람은 얼마나 따사하고 향기로울 것인가

   그리고 이 하늘 아래 바람결 속에 퍼진

   그 풍속은 인정은 그리고 그 말은 얼마나 좋고 아름다울 것인가

   다만 한 사람 목이 긴 시인(詩人)은 안다

   ‘도스토이엡흐스키’며 ‘죠이쓰’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일등가는 소

설도 쓰지만

   아모것도 모르는 듯이 어드근한 방안에 굴어 게으르는 것을 좋아

하는 그 풍속을

   사랑하는 어린것에게 엿 한 가락을 아끼고 위하는 안해에겐 해진 

옷을 입히면서도

   마음이 가난한 낯설은 사람에게 수백 냥 돈을 거저 주는 그 인정

을 그리고 또 그 말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넋 하나를 얻는다는 크나큰 그 말을

   그 멀은 눈물의 또 볕살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 나들이를 온 사람이여

   이 목이 긴 시인이 또 게사니*처럼 떠든다고

   당신은 쓸쓸히 웃으며 바독판을 당기는구려

                                     - 백석,「허준*」－

11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고 있다.

② 자연을 매개로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자연 풍광(風光)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④ 과거의 삶에 대한 회한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⑤ 고달픈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112. (가)와 (다)의 시상 전개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다) 모두 계절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② (가)와 (다) 모두 화자의 시선이 내면에서 외부로 이동하고 있다.

③ (가)는 (다)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정서가 변하고 있다.

④ (다)는 (가)와 달리 화자의 태도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⑤ (가)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다)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묘사하고 있다.

113. (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②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③ 냉소적인 어조로 시적 대상과의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다.

④ 화자가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⑤ 청각적 심상을 중심으로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114. <보기>를 참고할 때, ㉠의 함축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가슴 답답한 보랏빛 하늘 / 어둠이 몰아드는 검은 구름 너머로 / 비의   

   줄을 타고 나리는 / 꽃방울의 노래가 흘러나오도다 

② 먼 길 떠나시던 / 아버님 발자욱이 보인다 // 어두운 밤 홀로 흰 두루막  

   자락 날리시며 / 검은 산(山) 넘어 넘어 / 먼 길 가시던 날

③ 쫓기듯 도망치듯 살아온 이에게만 / 삶은 때로 애닯기도 하리 / 긴 능   

   선 검은 하늘에 박힌 별 보며 / 길 잘못 든 나그네되어 떠나려네

④ 수그러진다 수그러진다 / 악몽(惡夢)이 나다니는 머리 / 머리 속 빈 들판에  

   불을 피우고 / 여러 번 막막히 엎드렸던 오후 / 검은 연기 땅 위에 눕듯이

⑤ 더 큰 침묵을 향하여 / 걸어가 보아라 / 지리산 중턱에는 아직 눈과 바람이 남아   

   있지만 / 강 건너 복숭아밭의 검은 줄기들은 / 꿈의 문자(文字)들처럼 싱싱하다 

11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 : 분주한 농촌의 일상을 묘사하고 있다. 

② ⓑ : 풍치가 있고 멋스럽게 노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③ ⓒ : 자연에 동화되고 있는 화자의 정서가 담겨 있다.

④ ⓓ : 세속적 가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

⑤ ⓔ : 청빈한 생활을 지향하는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

116. (가)～(다)의 시적 공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의 ‘언 땅’ : ‘초록의 보리’와 ‘겨울 나무’가 스스로를 단련하는 곳이다.

② (나)의 ‘뻘밭’ : ‘퍼덕거리’는 생명체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  

   러나는 공간이다.

③ (나)의 ‘포구’ : ‘무위(無爲)한 해조음’이 밀려와 삶의 허무감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④ (다)의 ‘무릉(武陵)’ : ‘도화(桃花)’를 통해 화자가 연상한 공간이다.

⑤ (다)의 ‘들’과 ‘산’ : ‘봄빛도 유여(有餘)하구나’에서처럼, 봄기운이 충만한 곳이다.

[117-1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2)

22) 2011년 10월. 고3 전국연합. 13-18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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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으로 판매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게사니 : ‘거위’의 방언.

  *허준 : 평북 출신의 소설가로 백석의 절친한 친구.

 (나) 

   침향(沈香)을 만들려는 이들은, 산골 물이 바다를 만나러 흘러

내려 가다가 바로 ㉢따악 그 바닷물과 만나는 언저리에 굵직굵직한 

참나무 토막들을 잠거 넣어 둡니다. 침향은, 물론 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잠근 참나무 토막들을 다시 건져 말려서 빠개어 쓰는 

겁니다만, 아무리 짧아도 2~3백 년은 수저(水底)에 가라앉아 있은 

거라야 향내가 제대로 나기 비롯한다 합니다. 천 년쯤씩 잠긴 것은 

냄새가 더 좋굽시요.

  그러니, 질마재 사람들이 침향을 만들려고 참나무 토막들을 하나

씩 하나씩 들어내다가 육수(陸水)와 조류(潮流)가 합수(合水)치는 속

에 집어넣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나 자기들 아들딸이나 손자 손녀들

이 건져서 쓰려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먼 미래의 누군지 눈에 보이

지도 않는 후대들을 위해섭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는 이와 꺼내 쓰는 사람 사이의 수백 수천 년

은 이 침향 내음새 꼬옥 그대로 바짝 가까이 그리운 것일 뿐, 따분

할 것도, 아득할 것도, 너절할 것도, 허전할 것도 없습니다.

                    - 서정주,「침향」－

 (다)

   고운 볕이 쬐었는데 물결이 기름 같다

     이어라 이어라

   그물을 주어 두랴 낚시를 놓으리까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사와(於思臥)

   탁영가(濯纓歌)*에 흥이 나니 고기도 잊을로다

    <춘사(春詞)5>

   석양이 비꼈으니 그만하여 돌아가자

     돛 디어라 돛 디어라

   버들이며 물가의 꽃은 굽이굽이 새롭구나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사와(於思臥)

   ㉣삼공(三公)을 불리소냐 만사(萬事)를 생각하랴

    <춘사(春詞)6>

   방초(芳草)를 밟아 보며 난초 영지 뜯어 보자

     배 세워라 배 세워라

   일엽편주(一葉片舟)에 실은 것이 무엇인고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사와(於思臥)

   ㉤갈 제는 내뿐이오 올 제는 달이로다

    <춘사(春詞)7>

   취하여 누웠다가 여울 아래 나리려다

     배 매어라 배 매어라

   낙홍(落紅)이 흘러오니 ⓑ도원(桃源)이 가깝도다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사와(於思臥)

   인세 홍진(人世紅塵)이 얼마나 가렸나니

    <춘사(春詞)8>

                       - 윤선도,「어부사시사」－

  *탁영가(濯纓歌):굴원이 쓴 ｢어부사(漁父辭)｣에서 어부가 부른 노래로, ‘탁영(濯纓)’      

              은 ‘유유자적하는 삶’을 나타냄.

< 보 기 >

  이 작품은 작가가 보길도에 은거하면서 네 계절을 10수씩 읊은 

40수의 연시조이다. 각 계절의 작품은 출항에서 귀항까지 어부의 

삶이 시간 순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구, 반복, 비유, 의성어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작가는 어부의 삶에 

의탁하여 혼탁한 현실 정치에서 벗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면

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노래했다.

117.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는 대상에 대한 예찬의 심정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② (가)와 (다)에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괴로워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③ (나)와 (다)는 자연에서 삶의 이치를 깨닫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④ (가)~(다)에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⑤ (가)~(다)에는 부재나 결핍으로 인한 고독감이 드러나 있다.

118. (가)를 영상물로 만들려고 할 때, 담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당신’이 ‘왁자지껄하는 거리’를 ‘지치운 다리로’ 지나가는 모습

② ‘당신’이 ‘병들어 누운 가난한 동무’를 찾아가 ‘말없이’ 위로하는 모습

③ ‘당신’이 ‘어드근한 방안에’ 틀어박혀 세상과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모습

④ ‘당신’이 ‘낯설은 사람’에게 ‘수백 냥 돈’을 주는 모습

⑤ ‘당신’이 ‘목이 긴 시인’ 앞에서 ‘바독판’을 당기는 모습

119. ⓐ와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화자가 처한 공간이고, ⓑ는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다.

② ⓐ는 화자가 지속적으로 머물 공간이고, ⓑ는 화자가 일시적으로 머물 공간이다.

③ ⓐ는 화자가 만족감을 느끼는 공간이고, ⓑ는 화자가 공허함을 느끼는 공간이다.

④ ⓐ와 ⓑ 모두 화자의 갈등을 유발하는 공간이다.

⑤ ⓐ와 ⓑ 모두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공간이다.

120.㉠~㉤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감각적 이미지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은 동일한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은 음절 수를 조절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④ ㉣은 설의법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강화하고 있다.

⑤ ㉤은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여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21.(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어투를 구사하여 친근감을 주고 있다.

② ‘육수(陸水)와 조류(潮流)가 합수(合水)치는 속’은 일상에서 벗어난 탈  

   속의 공간이다.

③ ‘침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 수천 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이 필요하다. 

④ ‘그리운’ 감정은 ‘꼬옥 그대로 바짝 가까이’ 등의 시어로 강화된다.

⑤ ‘질마재 사람들’은 ‘침향’을 통해 시간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있다.

122.<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매 수의 둘째행의 여음구가 변화하는 것을 통해 시간 순으로 전개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②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과 같은 의성어는 노 젓는 소리를 떠   

   올리게 하여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③ ‘그물을 주어 두랴 낚시를 놓으리까’에서 어부의 삶을 부러워하는 마음  

   을 엿볼 수 있다.

④ ‘취하여 누웠다가 여울 아래 나리려다’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⑤ ‘인세 홍진(人世紅塵)’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에서 혼탁한 현실 정치에  

  서 벗어나려는 심정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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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前灘富魚蝦   앞 여울에 물고기와 새우가 많아

 有意劈波入   물결 뚫고 들어갈 생각 있는데

 見人忽驚起   사람 보고 문득 놀라 일어나서는

 蓼岸還飛集   여뀌꽃 핀 언덕에 도로 날아가 앉았네

 翹頸待人歸   목을 빼고 사람이 돌아가길 기다리다

 細雨毛衣濕   ⓐ가랑비에 털옷이 다 젖는구나

 心猶在灘魚   마음은 여울의 물고기에 있는데

 人噵忘機立   사람들은 말하네, 기심(機心)*을 잊고 서 있다고

- 이규보,「여뀌꽃과 백로(蓼花白鷺)」-

  *기심 : 기회를 엿보아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

 (나)

 우뚝이 곧게 서니 본받음 직하다마는

 구름 깊은 골에 알 이 있어 찾아오랴

 이제나 광야에 옮겨 모두 보게 하여라                  <제5수>

 세상이 하 수상하니 나를 본들 반길런가

 왕기순인(枉己順人)*하여 내 어데 옮아 가료

 산 좋고 물 좋은 골에 삼긴 대로 늙으리라              <제6수>

 천황씨(天皇氏) 처음부터 이 심산에 혼자 있어

 너 보고 반기기를 몇 사람 지냈던고

 만고의 허다 영웅을 들어 보려 하노라                  <제7수>

 소허(巢許)* 지낸 후에 엄 처사*를 만났다가

 아쉽게 여의고 알 이 없이 버려 있더니

 오늘사 또 너를 만나니 시운인가 하노라                <제8수>

- 박인로,「입암이십구곡(立巖二十九曲)」-

  * 왕기순인 : 자기 몸을 굽혀 남을 좇음.

  * 소허 : 소부(巢父)와 허유(許由). 상고 시대의 대표적인 은자(隱者).

  * 엄 처사 : 엄자릉(嚴子陵). 한나라 광무제 때의 은자(隱者).

 (다)

  작년 봄에 이웃에서 파초 한 그루를 사 왔다. 얻어온 것도 두어 뿌

리 있었지만 모두 어미 뿌리에서 새로 찢어낸 것들로 앉아서나 들여

다볼 만한 키들이요 ‘요게 언제 자라서 키 큰 내가 들어선 만치 그늘

이 지나!’ 생각할 때는 적이 한심하였다.

  그래 지나다닐 때마다 눈을 빼앗기던 이웃집 큰 파초를 그예 사 오

고야 만 것이다. 워낙 크기도 했지만 파초는 소 선지가 제일 좋은 거름

이란 말을 듣고 선지는 물론이고 생선 씻은 물, 깻묵물 같은 것을 틈틈

이 주었더니 작년 당년으로 성북동에선 제일 큰 파초가 되었고 올 봄

에는 새끼를 다섯이나 뜯어내었다. 그런 것이 올 여름에도 그냥 그 기

운으로 장차게 자라 지금은 아마 제일 높은 가지는 열두 자도 훨씬 더 

넘을 만치 지붕과 함께 솟아서 퍼런 공중에 드리웠다. 

  지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큰 파초는 처음 봤군!” 하고 우러러보는 것

이다. 나는 그 밑에 의자를 놓고 가끔 남국의 정조(情調)를 명상한다. 

  파초는 언제 보아도 좋은 화초다. 폭염 아래서도 그의 푸르고 싱

그러운 그늘은, 눈을 씻어줌이 물보다 더 서늘한 것이며 비오는 날 

다른 화초들은 입을 다문 듯 우울할 때 파초만은 은은히 빗방울을 

퉁기어 주렴(珠簾) 안에 누웠으되 듣는 이의 마음에까지 비를 뿌리

고도 남는다. 가슴에 비가 뿌리되 옷은 젖지 않는 그 서늘함, 파초

를 가꾸는 이 ⓑ비를 기다림이 여기 있을 것이다.

  오늘 앞집 사람이 일찍 찾아와 보자 하였다. 나가니

  “거 저 파초 파십시오.”

한다.

  “팔다니요?”

  “저거 이젠 팔아버리셔야 합니다. 저렇게 꽃이 나온 건 다  큰 표구        

   요, 내년엔 영락없이 죽습니다. 그건 제가 많이 당  해본 걸입쇼.”

한다.

  “죽을 때 죽더라도 보는 날까진 봐야지 않소?”

  “그까짓 인제 둬 달 더 보자구 그냥 두세요? 지금 팔면 파초       

   가 세가 나 저렇게 큰 것 오 원도 더 받습니다. …누가 마침       

   큰 걸 하나 구한다죠. 그까짓 슬쩍 팔아버리시죠.”

  생각하면 고마운 일이다. 이왕 죽을 것을 가지고 돈이라도 한 오 

원 만들어 쓰라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마음이 얼른 쏠리지 않는다.

  “그까짓 거 팔아 뭘 하우.”

  “아 오 원쯤 받으셔서 미닫이에 비 뿌리지 않게 챙이나 해 다시죠.”

  그는 내가 서재를 짓고 챙을 해 달지 않는다고 자기 일처럼 성화

하던 사람이다. 나는 챙을 하면 파초에 비 맞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몇 번 설명하였으나 그는 종시 객쩍은 소리로밖에 안 듣는 모양이었

다. 그는 오늘 오후에도 다시 한 번 와서,

  “거 지금 좋은 작자가 있는뎁쇼…….”

  하고 입맛을 다시었다. 정말 파초가 꽃을 피우면 열대지방과 달라 한 

번 말랐다가는 다시 소생하지 못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마당에서, 

아니 내 방 미닫이 앞에서 나와 두 여름을 났고 이제 그 발육이 절정에 

올라 꽃이 핀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가 한 번 꽃을 피웠

으니 죽은들 어떠리! 하물며 한마당 수북하게 새순이 솟아오름에랴!

  소를 길러 일을 시키고 늙으면 팔고 사간 사람이 잡으면 그 고

기를 사다 먹고 하는 우리의 습관이라 이제 죽을 운명엣 파초니 

오 원이라도 받고 팔아준다는 사람이 그 혼자 드러나게 모진 사람

은 아니다. 그러나 무심코 바람에 너울거리는 파초를 보고 그 눈으

로 그 사람의 눈을 볼 때 나는 내 눈이 뜨거웠다.

  ㉠“어서 가슈. 그리구 올가을엔 움이나 작년보다 더 깊숙    하

게 파주슈.”

  “참 딱하십니다.”

  그는 입맛을 다시며 돌아갔다. 

- 이태준,「파초」-

[123-127]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3)

23) 2010년 10월. 고3 전국연합. 38-42번 문항.

12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에는 대상을 본받으려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② (나)와 (다)에는 자연물과의 친밀감이 바탕에 깔려 있다.

③ (가)와 (다)에서는 의인화된 대상을 화자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

④ (가)～(다) 모두 내면적인 갈등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⑤ (가)～(다) 모두 세속을 떠나 이상을 추구하려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124. 시어나 시구를 중심으로 (가)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물고기’와 ‘새우’는 백로 입장에서 욕망의 대상이다.

② 백로는 ‘사람’ 때문에 일시적으로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③ 백로가 ‘여뀌꽃 핀 언덕’에 서 있는 모습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④ ‘사람들’과 화자 모두 백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⑤ 백로가 ‘여울의 물고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기심’을 잊지 못해서이다.

125.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는 배척의 대상이고 ⓑ는 그리움의 대상이다.

② ⓐ, ⓑ는 모두 글쓴이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③ ⓐ, ⓑ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알게 해 주는 소재이다.

④ ⓐ는 대상이 처한 상황을, ⓑ는 대상이 지닌 속성을 부각시킨다.

⑤ ⓐ는 연민의 정서를 불러일으키지만, ⓑ는 동경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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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험 문제의 저작권은 교육과정평가원 및 각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문제의 선정과 편집은 상명고등학교 국어과 장우진T가 했음을 알려 드리는 바이며, 이 문제를

상업적으로 판매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보 기 >

  박인로의 ‘입암이십구곡’　중 여기에 제시된 <제6수>와 <제8수>에

는 ‘바위가 답함[암답(巖答)]’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화자와 바위가 

말을 주고받는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때, 시상 전개상

의 특징과 그에 따른 시적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선생님 : ㉠에서 글쓴이는 ‘앞집 사람’의 거듭된 제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앞집 사람’이 답답해 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가)

[A] 강(江)ㆍ회(淮)ㆍ하(河)ㆍ한(漢)은 물 중에서 큰 것이다.  사람들

이 다 반총(蟠冢)ㆍ동백(桐柏)ㆍ곤륜(崑崙)ㆍ민산(岷山)에서 나오는 

것만 알고, 그것이 이 네 산에 달하기 전의 근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대개, 물의 성질은 아래로 스며 내려가는 것이다. 물이 땅 

밑에 있을 때는 비록 잠기며 고여 있으나, 땅위에 나오게 되면 흐르

고 움직이고 가득 차기도 해서, 그 이치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 사람이 물을 안다는 것은 보이는 것에만 국한되고,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둡다. 그러므로 성인은 땅 밑에 물이 있는 형

상을 보고 이미 사괘(師卦)*를 만든 후에 비괘(比卦)*를 다음에 이었

으니, 사람들에게 근원을 미루어 흐르는 데까지를 보인 것이다.

[B] 세상 사람들은 과연 물의 근원을 아는가. 축축하게 젖는 것

은 물의 남은 기운이다. 그 흐르는 것이 방울방울 끊어지지 않아 

잇닿다가 장강에 통하고, 큰 바다에 달하여는 호호(浩浩)하고 패

연히 넓고 넓어 왈칵 닥치어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은미한 

것도 알고 드러난 것도 아는 자가 아니면, 누가 능히 이를 살피

겠는가. 이것을 사람들이 다 같이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C] 내가 하동(河東)에 있을 때에 집 곁에 작은 샘이 있는데, 그 

근원이 수풀 속에 파묻혀 나오는 방향을 알지 못하므로, 이웃 사

람들이 더러운 흙에서 나오는 것이라 억측하고, 더럽게 여겨 먹

지 않으려 하였다. 내가 가서 보고 그 근원을 청소하고 그 흐름

을 터놓아, 조금 동쪽에다가 벽돌로 우물을 만드니 바로 이웃에 

있는 냉정(冷井)으로 이름난 것과 수맥이 같고 맛이 또 같으니, 

한 근원이요 물줄기만 나누어진 것이었다. 이에 동네 노인들이 

서로 와서 치하하며 왕래하고 길어 써도 마르지 않으니, 내가 진

실로 옛말과 같이 지혜를 써서 물을 흐르게 한 것인가, 흐르는 

것을 거슬러 근원을 알아낸 것인가.

[D] ㉠아, 사람이 세상에 쓰이고 버림을 당하는 것도 이와 비슷함

이 있다. 재주가 족히 임금을 착하게 하며, 백성을 윤택하게 할 

선비가 있는데, 사람들이 곁에서 비방하면 물러와서 거칠고 더러

움을 참으며 때를 기다린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성군(聖君)과 

지기(知己)를 만나 그 도를 천하에 행하게 된다면, 또 어찌 이 

물과 다르겠는가. 오늘날 위에 있는 자는 외모와 언변으로 사람

을 취하고, 그 마음의 옳고 그름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니, 또한 

물이 흐르는 것만 알고 그 근원은 알지 못함과 같다.

[E] “하늘의 이치를 말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에게서 이를 징험한

다.”라고 하였으니, 지금 물을 논함에 또한 그러하다. 맹자 말씀

에, “물을 보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물결을 보라.”라

고 하였다. 나도 또한 “물을 보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근원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 이첨,「원수(原水)」-

 *사괘(師卦) : 육십사괘(六十四卦)의 하나. 땅 속에 물이 있음을 상징함. 

 *비괘(比卦) : 육십사괘의 하나. 땅 위에 물이 있음을 상징함.

(나)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昨過永明寺

 잠시 부벽루에 올랐네.                            暫登浮碧樓

 텅 빈 성엔 조각달 떠 있고,                        城空月一片

 천 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石老雲千秋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麟馬去不返

 천손은 지금 어느 곳에서 노니는가?                 天孫何處遊

 돌다리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 부노라니              長嘯倚風磴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             山靑江自流

- 이색,「부벽루(浮碧樓)」-

(다)

 정월 원일에 달과 노는 소년들은 답교(踏橋)하고 노니는데

 우리 님은 어디 가고 답교할 줄 모르는고

 이월이라 청명일에 나무마다 춘기(春氣) 들고

 잔디 잔디 속잎 나니 만물이 화락한데

 우리 님은 어디가고 춘기든 줄 모르는고

 삼월 삼일날에 강남서 나온 제비 왔노라 현신하고

 소상강 기러기는 가노라 하직한다

 이화 도화 만발하고 행화 방초 흩날린다

 우리 님은 어디 가고 화유(花遊)할 줄 모르는고

 사월이라 초파일에 관등(觀燈)하러 임고대(臨高臺)하니

 원근 고저에 석양은 비꼈는데

 어룡등 봉학등과 두루미 남성(南星)이며

 연꽃 속에 선동(仙童)이며 난봉 위에 천녀(天女)로다

 종경등 선등 북등이며 수림등 마늘등과

 배등 집등 산대등과 영등 알등 병등 벽장등

 가마등 난간등과 사자 탄 체괄이며

 호랑이 탄 오랑캐며 발로 툭 차 구을등에

 칠성등 벌여있고 일월등 밝았는데

 동령(東嶺)에 월상(月上)하고 곳곳에 불을 켠다

 우리 님은 어디 가고 관등할 줄 모르는고

- 작자 미상,「관등가(觀燈歌)」-

126. <보기>를 바탕으로 (나)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제5수>에 사용한 설의법을 <제6수>에서도 구사하여 두 수의 긴밀성을     

   강화하고 있다.

② <제5수>와 <제6수>는 각각 바위의 위치에 대한 화자와 바위 사이의   

   의견 교환으로 볼 수 있다.

③ <제6수>에서 화자의 제안을 거절하는 바위의 입장을 제시하여 세속에  

   대한 비판 의식이 강하게 느껴지고 있다.

④ <제7수>에서 화자가 궁금하게 여긴 내용에 대해 <제8수>에서는 바위의     

   입장에서 풀어주고 있다.

⑤ <제8수>에서 ‘만고의 허다 영웅’에 ‘너’를 포함시킴으로써 바위의 고고함    

   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127. ㉠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글쓴이가 파초에 많은 정성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② 글쓴이가 파초와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③파초를 팔라고 권하는 앞집 사람을 언짢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④ 파초를 인격체처럼 대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⑤파초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128-1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4)

24) 2009년 10월. 고3 전국연합. 36-40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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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험 문제의 저작권은 교육과정평가원 및 각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문제의 선정과 편집은 상명고등학교 국어과 장우진T가 했음을 알려 드리는 바이며, 이 문제를

상업적으로 판매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보 기 >

이 작품은 고려 말 이색이 여행을 하다가 고구려의 도읍이었던 평양

성의 부벽루에 올라 감회를 읊은 한시이다. 원(元)나라가 평안도 지역을 

점령하고 동녕부(東寧府)를 설치할 즈음 평양은 크게 황폐해졌고, 그 후 

다시 고려의 땅이 되었지만 옛 모습을 되찾지 못했다. 이색은 부벽루 

주위의 퇴락한 풍경을 바라보며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과 관련된 기린

마의 전설을 떠올리면서 고려의 국운(國運)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망을 이루기 어렵다는 쓸쓸한 심정이 구체적 행위로 

드러나 작품의 애상적 분위기를 짙게 하고 있다.

< 보 기 >

◦ (가)의 ㉠과 같은 품사를 제시한다.

◦ (나)의 ㉡에 나타나는 감각을 활용한다.

◦ (다)의 주제 의식을 살린다.

(가)

 차례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겨울 보리 파랗게 꽂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쑥골 상엿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촉수가

 싸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고향 텃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려 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 곽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나)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울까

 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 떼

 버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3>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꽃 아래엔 누가 섰다기,

 그리운 생각에 영(嶺)*에 오르니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나

 끊었다 이어 오는 가는 노래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데

                          -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 영 : 고개.

[A]

[B]

[C]

[D]

[E]

12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에서는 자연물과의 교감을 통해 교훈을 얻고 있다.

② (가)와 (다)의 화자는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③ (나)와 (다)에서는 대상과의 대조를 통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④ (가)～(다)에는 과거를 회상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⑤(가)～(다)의 화자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뇌를 표출하고 있다.

129. (가)의 서술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 : 현상 속에 숨은 원리를 제시하며 관심을 유도한다.

② [B] : 질문의 방식으로 통념의 한계를 지적한다.

③ [C] : 자신의 체험을 소개하며 이해를 돕는다.

④ [D] : 유추를 통해 현실을 비판한다.

⑤ [E] :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신뢰감을 준다.

130. <보기>를 참고하여 (나)의 시구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나다가’, ‘잠시’는 작가가 여행 중임을 암시하고 있다.

② ‘텅 빈 성’은 원나라에 의해 쇠약해진 고려의 현실을 암시하고 있다.

③ ‘조각달’은 고구려의 위대한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다.

④ ‘천손’은 고구려의 동명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휘파람 부노라니’는 작가의 쓸쓸한 심정이 구체적 행위로 드러난 것이다.

131. (다)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근감을 주고 있다.

② 역설적 발상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③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며 달을 구분하고 있다.

④ 비슷한 사물을 나열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⑤ 계절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 

132. <보기>의 조건에 따라 시조를 창작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봄꽃이 피어나서 온 산에 가득하다.

    저 꽃도 봄을 알아 옛 산을 찾았는데

    어즈버 나의 정인(情人)은 가고 오지 않노라.

② 임 그린 꿈속에서 귀뚜라미 넋이 되어

    한밤 중 임의 방에 남몰래 찾아가서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볼까 하노라.

③ 궁궐은 무너지고 잡초는 무성하니

    천 년의 왕업은 물소리 뿐이구나.

    아이야 고국흥망(故國興亡)을 물어 무엇 하리오.

④ 이 몸이 빌었다면 가지 않을 임이신데

    천리 밖 보낸 후에 애간장을 태우네.

    보내고 그리는 정이 이다지도 깊을까.

⑤ 부귀를 못 이루고 쓸 곳 없는 몸이 되어

    오십 년 세월을 한 일 없이 보냈구나.

    두어라 어느 강산이 날 꺼릴 줄 있으랴.

[133-1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5)

25) 2011년(2012학년도) 수능. 31-36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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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앉은 곳에 ㉠해가 지고 누운 자리 밤을 새워

 잠든 밧긔 한숨이오 한숨 끝에 눈물일세

 밤밤마다 꿈에 뵈니 꿈을 둘너 상시(常時)과저*

 학발자안(鶴髮慈顔)* 못 뵈거든 안족서신(雁足書信)* 잦아짐에 

 기다린들 기별 올까 오노라면 ㉡달이 넘네

 못 본 제는 기다리나 보게 되면 시원할까

 노친(老親) 소식 나 모를 제 내 소식 노친 알까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一般苦思 )* 뉘 헤올고

 묻노라 밝은 달아 두 곳에 비추는가

 따르고저 뜨는 구름 남천(南天)으로 닫는구나

 흐르는 ㉣내가 되어 집 앞에 두르고저

 나는 듯 ㉤새나 되어 창가에 가 노닐고저

 내 마음 헤아리려 하니 노친 정사(情思) 일러 무삼

 여의(如意) 잃은 용이오 키 없는 배 아닌가

 추풍의 낙엽같이 어드메 가 머무를꼬

- 이광명, ｢북찬가(北竄歌)｣-

 * 꿈을 둘너 상시과저 : 꿈을 가져다 현실로 삼고 싶구나.

 * 학발자안 : 머리가 하얗게 센 자애로운 얼굴. 어머니를 가리킴.

 * 안족서신 : 기러기 발목에 매달아 보낸 편지.  

 * 일반고사 :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모든 생각

< 보 기 >

  하이데거에게 예술은 ‘존재자의 존재’를 드러내 준다. 그에 따르면 

고흐의 ‘구두’ 그림에는 단순히 도구로서의 구두[=존재자]만 있는 것

이 아니다. 그림 속의 구두에는 들일을 나서는 농부의 고단한 삶, 해

질 무렵 들길을 걷는 그의 고독이 드러나 있으며, 아울러 대지의 습기

와 다 익은 곡식의 풍요로움이 실려 있다.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 구

두에 감추어진 ‘존재’가 눈앞에 펼쳐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

 (가) 푸른 산봉우리 옆에 집을 엮고서             結屋倚靑嶂

     병을 들고서 맑은 ㉠시냇물을 담았네.        携甁盛碧溪

     길은 대숲 사이로 가늘게 나 있고            逕因穿竹細

     울타리는 산이 보이게 나지막하네.            蘺爲見山低

     ㉡바위를 베면 두건에 이끼가 묻고           枕石巾粘蘚

     꽃을 심으면 진흙에 신발 자국 찍히네.       栽花屐印泥

     번화한 세상은 꿈에도 가지 않으니           繁華夢不到

     한가한 맛은 호젓한 집에 있다네.            閑味在幽栖

- 권응인,「산거(山居)」-

 (나) 육곡(六曲)은 어드고 조협(釣峽)*에 물이 넙다.

     나와 고기야 뉘야 더욱 즐기는고.

     황혼(黃昏)에 ㉢낙대를 메고 대월귀(帶月歸)*를 노라.

<제7수>

     칠곡(七曲)은 어드고 풍암(楓巖)에 추색(秋色)*이 죳타.

     청상(淸霜)이 엷게 치니 절벽(絶壁)이 금수(錦繡)로다.

     한암(寒巖)에 혼자 안자셔 ㉣집을 잊고 잇노라.

<제8수>

     팔곡(八曲)은 어드고 금탄(琴灘)*에 이 다.

     ㉤옥진금휘(玉軫金徽)*로 수삼곡(數三曲)을 노는 말이,

     고조(古調)를 알이 업스니 혼 즐겨 노라.

<제9수>

     구곡(九曲)은 어드고 문산(文山)에 세모(歲暮)*커다.

     기암괴석(奇巖怪石)이 눈 속에 뭇쳣셰라.

     유인(遊人)은 오지 아니고 볼 것 업다 더라.

<제10수>

- 이이,「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

 * 조협(釣峽) : 낚시하기에 좋은 골짜기.     * 대월귀(帶月歸) : 달과 함께 돌아옴.

 * 추색(秋色) : 가을철의 빛. 또는 가을철을 느끼게 하는 경치나 분위기.

 * 금탄(琴灘) : 악기를 연주하며 노는 시냇가.

 * 옥진금휘(玉軫金徽) : 아주 좋은 거문고.

 * 세모(歲暮) : 한 해가 저물 무렵.

13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연물을 통해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② 대조적 소재의 열거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③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④ 일상생활의 관찰을 통해 사물에서 삶의 교훈을 얻어 내고 있다.

⑤ 친숙한 사물을 통해 화자의 마음이 향하는 공간을 환기하고 있다.

134. (가)∼(다)의 시어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보리’와 (나)의 ‘보리’는 두 작품의 계절적 배경이 동일함을 알려 준다.

② (가)의 ‘꿈’과 (다)의 ‘꿈’은 출세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다.

③ (가)의 ‘강물 소리’와 (나)의 ‘노래’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를 드러낸다.

④ (나)의 ‘남풍’과 (다)의 ‘추풍’은 화자가 동경하는 세계와 화자를 매개한다.

⑤ (나)의 ‘구름’과 (다)의 ‘구름’은 자유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135.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 (나)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빈번히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가)는 (나)와 달리 의성어의 변화로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연을 구분하지 않고 성찰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새로운 소재가 추가될 때마다 어조에 변화를 주고 있다.

⑤ (나)는 (가)에 비해 대구와 부드러운 어감의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136. <보기>의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 : 구두 밑바닥에 녹아드는 살얼음으로 봄을 맞이하는 화자의 기쁨  

  을 표현하고 있군.

② [B] : 귀가 얼어붙을 정도의 추위를 강조하여 구두에 대한 화자의 연   

  민을 드러내고 있군.

③ [C] : 여러 번의 수선을 거친 구두에는 구두의 도구성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견해가 나타나 있군.

④ [D] : 고향 텃밭의 허름함과 헌 구두를 비교하여 초면과 구면 사이에   

  차이가 없음을 말하고 있군.

⑤ [E] : 고향에 대해 무심했던 삶 속에서도 고향이 화자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음이 낡은 구두에서 드러나고 있군.

137. (나)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 <2>, <3> 모두 세 연씩으로, 각 연은 두 행씩으로 구성 되어 형

식적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

② ‘산 너머 남촌에는’이 <1>, <2>, <3>의 1연마다 반복되어 시 전체의 

유기적 연관성을 강화하고 있다.

③ <1>, <2>, <3>의 각 3연이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어 후렴구로 기능하고 있다.

④ 시어와 표현 면에서 <1>과 <2>는 유사성이 크지만, <3>은 상대적으

로 차이를 보인다.

⑤ <1>의 2연은 문장 구조가 같은 두 행이 짝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2>

의 2연도 마찬가지이다.

138. (다)의 ㉠~㉤ 중 함축하는 의미가 동일한 것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39-1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6)

26) 2011년 11월. 고2 전국연합. 31-35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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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는 스스로 호(號)를 여헌(旅軒)이라 하고 일정하게 머무르는 집이 

없이 발길 닿는 곳에 그대로 거처하였다. 지난번에 태백산으로부터 일선(一

善)* 월파진의 동점(東店)에 이르러 임시로 거처하였으니 이곳은 바로 냉악

(冷岳) 밑이다. 내가 여기에 머문 지도 삼 년 가까이 되는데, 무더운 여름

에는 비좁은 당(堂)에 사람은 많고 파리와 벌레에 시달리는 것이 괴로워 젊

은이들과 더불어 당 앞에 나아가 산보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당 앞에는 조그만 시내가 있는데, 이 시냇물은 냉악에서 발원하여 십 

리쯤 흘러 이곳 월파진에 이르는 것이다. 당 앞에 이르러서는 조금 깊어

지기는 하지만 겨우 무릎이 잠기는 정도이고 폭도 겨우 한 길 남짓 된

다. 시내의 양쪽 언덕에는 오래된 버드나무 두어 그루가 있는데 가지가 

무성하여 냇물을 뒤덮을 정도이다. 시내와 버드나무가 서로 어우러져 냇

물은 상쾌함을 풍기고 버드나무 또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마음에 들어, 앉고 누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로 하였다. 마침내 젊은

이들과 함께 궁리하여 규모를 정하고 이웃의 친구에게서 가로지를 만한 

상수리나무 두 개를 얻어 오고 젊은이들에게 쓸 만한 나무 수십 개를 

베어 오게 하였다. 그리하여 긴 나무는 세로로 놓고 짧은 나무는 가로로 

놓아 칡덩굴로 단단하게 엮으니 이에 평상이 완성되었다. 그것이 시내에 

걸쳐 있으므로 ‘계상(溪牀)’이라고 이름 붙였다. 다만 그 지세가 낮고 좁

아 훤하게 탁 트인 경관이 없어 아쉽지만,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속세의 잡다한 일들을 이 계상에 의지하여 

모두 다 나의 눈과 귀에서 떨쳐 버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그윽하고 고요

한 정취를 느낄 수 있으니 매우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중략)

  아, 이 평상은 애당초 계획했던 일이 아니라 우연히 만든 것이었

으니 질박하고 졸렬한 채로 놓아두고 애써 깎고 다듬지 않았으므

로 나에게 맞다. 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떨어져 있고 당우

(堂宇)에 이어져 있지도 않으며 땅에 닿아 있지 않고 냇물 위에 걸

쳐 있어 그 아래로는 물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흐르고 있으니, 내

가 찾던 참 즐거움이 바로 이런 것이다.

  무릇 만물은 본래 붙어 있던 곳이 없을 수 없지만, 붙어 있는 곳에 

집착하여 얽매여 있어도 안 되는 것이다. 오직 자연의 이치에 맡겨서 

외물(外物)의 유혹에 이끌리지 말고, 사심(私心) 없이 물(物)이 오가

는 대로 두고 천하의 일에 오로지 주장함도 없고, 반드시 그렇게 하

지 않겠다는 것도 없이 공평하고 바른 마음으로 만나는 바에 따라 

마땅하게 잘 처리하고 때에 따라 잘 변화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붙어 있으면서도 한곳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 궁하여 뉘우침이 있

는 데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그 헌(軒)에 ‘여

(旅)’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이며 지금 계상을 설치한 것도 집착하지 

않는 그 뜻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 장현광,「계상설(溪牀說)」-

 * 일선(一善) : 지금의 경북 선산(先山).

보 기

  문학 작품의 구조를 이루는 각 요소들은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

으며, 고유한 규칙의 틀에 의해 움직인다. 구조는 요소들을 법칙에 

의해 고정시켜 통일감을 주는 동시에, 요소들의 끊임없는 변형

을 통해 변화를 추구한다. 

보 기

  장현광은 일선(一善)으로 거처를 옮겨 도학(道學)을 산수자연의 공간에

서 몸소 실현하고자 하였다. 즉 명리(名利)와 출사를 포기하고 자유로운 

자연환경에서 성리학적 원리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선택으로 

정치 참여의 길에서는 멀어졌지만, 도학을 실현하는 학인(學人)으로서의 

의지는 한층 굳건해졌다. 그가 일선에 거처하면서 자연을 제재로 쓴 

작품들에는 자연에서 이루고자 하는 도의 본모습과 실천 방향,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누리는 즐거움과 여유가 드러나 있다.

 (가)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 내 생애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한 이 많건마는

     ㉠산림에 묻혀 있어 지락(至樂)을 모를 것인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엊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綠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푸르도다.

     칼로 말라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헌사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야 다를쏘냐.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수간모옥 : 몇 칸 초가집.       * 울울리 : 우거진 속.

 [A]  

139.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① 색채의 대비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② 자연물을 인격화함으로써 친근감을 부여하고 있다.

③ 역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④ 공간의 속성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⑤ 중의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140.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각 수의 초장은 공통적으로 ‘어드고’라는 물음에 대해 대답하는 방식  

  의 규칙적 틀을 지니고 있군.

② 각 수별로 ‘고기’, ‘절벽’, ‘옥진금휘’, ‘기암괴석’ 등으로 소재를 바꾸어  

  가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군.

③ 각 수에서 ‘노라’, ‘잇노라’, ‘더라’ 등의 종결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어조 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군. 

④ 제7수의 ‘조협’, 제9수의 ‘금탄’과 같은 배경은 화자의 행위와 유기적    

  으로 관련을 맺고 있군. 

⑤ 제8수의 ‘추색’과 제10수의 ‘세모’ 등의 시어를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   

  을 축으로 한 법칙에서 벗어나고 있군.

141.  (가)와 (다)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달리 (다)에는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② (다)와 달리 (가)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반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다. 

③ (가)와 (다)에는 모두 인간의 유한성이 강조되어 있다.

④ (가)와 (다)에는 모두 공동체적 삶에 대한 지향이 담겨 있다.

⑤ (가)와 (다)에는 모두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142.  ㉠~㉤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가 다른 하나는?

① ㉠             ② ㉡             ③ ㉢               ④ ㉣              ⑤ ㉤ 

143.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여헌(旅軒)’이라는 호는 작가가 알아내고자 했던 도(道)의 본모습과    

  관련이 있겠군.

② ‘월파진의 동점’은 도학(道學)을 몸소 실현하기 위해 거처한 공간이군.

③ ‘파리와 벌레’는 정치 참여에 대한 작가의 거부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군.

④ ‘시내와 버드나무’는 작가가 누리는 즐거움과 여유를 부각하는 소재라 하겠군.

⑤ ‘계상(溪牀)’의 질박하고 졸렬한 모습은 명리(名利)에 연연하지 않는    

  작가의 삶을 드러내는군.

[144-1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7)

27) 2010년(2011학년도) 수능. 27-31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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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뒷집의 술쌀을 꾸니 거친 보리 한 말 못 찼다

     주는 것 마구 찧어 쥐어 빚어 괴어 내니

     여러 날 주렸던 입이니 다나 쓰나 어이리.

     어와 저 백구(白鷗)야 무슨 수고 하느냐

     ㉢갈 숲으로 서성이며 고기 엿보기 하는구나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떠리.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꿀쏘냐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싯대를 흩던질 제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萬戶侯)*인들 부러우랴.

     헛글고 싯근*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찍을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랴.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녹이니

     사면(四面) 청산이 옛 모습 나노매라

     귀밑의 해묵은 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 김광욱, ｢율리유곡(栗里遺曲)｣-

 *만호후 :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제후 또는 세도가.   *헛글고 싯근 : 흐트러지고 시끄러운.

 (다) ⓐ굳이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즐기는 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

는 것이 오로지 원림(園林)이나 누정(樓亭)뿐이겠는가? 천하의 사

물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원림이나 누정의 

경우가 특별히 더 그런 것뿐이다.

  서울에서 수십 리 이내의 가까운 지역에는 사람들이 조성한 별장

과 농장이 많다. 어떤 것은 강가를 따라 있고, 어떤 것은 시내를 내

려다보고 있으며, 어떤 것은 산을 등지고 계곡에 걸쳐 있기도 하다. 

제각기 멋진 풍경 하나쯤은 갖추고 있다. 그러나 산수(山水)를 평가

하고 논하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저쪽 경치를 들어다 이쪽 경치와 

비교하면서 앞다퉈 제가 본 풍경을 자랑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정

말 웃을 노릇이다.

  빼어난 경관과 아름다운 풍경을 뽐내는 천하의 명소가 어디 한두 

군데에 불과하랴? 또한 그 고정된 견해와 평가가 있겠는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보이는 풍경이 바뀌고, 지경(地境)의 변화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 또 같은 장소라 해도 경관이차이가 나고, 같은 풍경이라도 

때에 따라 변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모자라다며 제각기 자랑하고, 어느 것이 뛰어나고 어느 것이 뒤진다

며 제각기 평을 내린다면, 이것은 맛 좋은 술에게 소금처럼 짜지 않

고 왜 맛이 좋으냐고 혼내는 격이요, 양고기와 돼지고기에게 채소와 

과일처럼 담박한 맛을 내지 않고 왜 그렇게 기름진 맛을 내느냐고 화

를 내는 격이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천하의 이름난 산

과 빼어난 승경(勝景)을 모조리 자기가 소유한 뒤에라야 비로소 흡족

해 할 것이다. 그러면 작은 볼거리에 구속되어 큰 볼거리를 놓치는 

사람이 되지나 않을까?

- 박규수, ｢범희문회서도원림(范希文懷西都園林)｣-

 [B]  

 [C]  

보 기

(다)는 범희문이라는 사람이 화려한 저택을 거부하고 겸허한 삶을 살고

자 했던 사연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 작가는 세속적 소유를 거부한 범

희문의 태도에 기대어 당대 사대부들의 삶에 드러난 속물적 태도를 비

판한다. 나아가 대상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이끌어 내고 있다.

 (가) 밤근심이 하*길기에

     꿈도 길 줄 알았더니

     님을 보러 가는 길에

     ㉠반도 못 가서 깨었고나

     새벽 꿈이 하 쩌르*기에

     근심도 짜를 줄 알었더니

     근심에서 근심으로

     끝간 데를 모르것다

     만일 님에게도

     꿈과 근심이 있거든

     차라리 ㉡근심이 꿈이 되고 꿈이 근심이 되어라

- 한용운, ｢꿈과 근심｣
* 하 : 매우 많이       * 쩌르, 짜르 : 짧은

14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② (가)와 (다)는 색채의 대비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③ (나)와 (다)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다)는 풍자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가)～(다)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사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145. <보기>를 참고할 때, ㉠~㉤ 중 ⓐ의 관점과 거리가 먼 것은?

① ㉠ : 산림에 묻혀서 지락을 아는 것

② ㉡ : 물아일체 속에서 흥을 느끼는 것

③ ㉢ : 갈대숲을 서성이며 고기를 엿보는 것

④ ㉣ : 만호후를 부러워하지 않고 청흥을 느끼는 것

⑤ ㉤ : 구속에서 벗어나 시원함을 느끼는 것

146. [A]와 [C]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와 [C]에서 봄은 모두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한다.

② [A]는 [C]와 달리 봄을 겨울과 대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③ [C]는 [A]와 달리 의인화를 통해 봄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④ [A]의 봄은 흥겨움을, [C]의 봄은 서글픔을 불러일으킨다.

⑤ [A]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C]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봄을 묘사 하고 있다.

147.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조촐하고 소박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②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자세가 드러나 있다.

③ 농가와 자연을 분리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④ 공동체를 위한 헌신적 삶이 드러나 있다.

⑤ 숭고한 삶에 대한 지향이 드러나 있다.

148. ⓑ와 같은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휴양림을 늘 내 곁에 두고 보고 싶으니 집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야겠어.

② 주말에 지리산에 갔는데 갈 때마다 모습도 다르고 느낌도 달라서 참 좋았어.

③ 가족 여행 때 다녀온 강릉 경포대의 진면목을 알려면 ｢관동별곡｣을 읽어야 해.

④ 단풍은 설악산이 최고라 하니 단풍을 구경하려면 당연히 설악산으로 가야 해.

⑤ 내가 한라산을 가보고 싶은 이유는 유명한 산악인들이 추천하는 명산  

  이기 때문이야.

[149-15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8)

28) 2010년 11월. 고2 전국연합. 13-18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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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까무러치듯 외로운 날빛이

     서창(西窓)에 걸리고

     흉흉한 황사바람 몇 날 며칠 부는데

     ㉢왜 아니 오시나요 왜 아니 오시나요

     굳게 닫힌 하늘에

     복사꽃은 또 한 번 하얗게 떨어지고

     깊은 밤 별들은 새벽빛 수틀 위에 자수(刺繡)로 뜨이는데,

     왜 아니 오시나요 왜 아니 오시나요

     청천벽력에라도 못 깨어날

     깊은 잠이 드셨나요

     극락 왕생 별천지에 홀로 단꿈 꾸시나요

     까무러치듯 캄캄하고 외로운 이 날에

     순정한 마음의 바늘 끝에 뜨이는

     아픈 사연 감추옵고

     이 마음에 맺혀 있는 철천지 원망을

     사랑으로 불꽃으로 모두 오려서

     당신 오신 날 밤

     길 밝히는 ⓐ연등(燃燈)으로 내걸리렸더니

     왜 아니 오시나요 왜 아니 오시나요

- 김종해, ｢기다림｣

 (다) 님다히 消쇼息식을 아므려나 아쟈 니

     오도 거의로다. 일이나 사 올가.

     내 마 둘  업다. 어드러로 가쟛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놉픈 뫼 올라가니

     구롬은니와 안개 므 일고.

     山산川쳔이 어둡거니 日일月월을 엇디 보며

     咫지尺쳑을 모거든 千쳔里리를 라보랴.

     하리 믈의 가  길히나 보쟈 니

     람이야 믈결이야 어둥졍 된뎌이고.

     샤공은 어 가고 븬 만 걸렷니.

     江강天텬의 혼쟈 셔셔 디  구버보니

     님다히 消쇼息식이 더옥 아득뎌이고.

     茅모簷쳠  자리의 밤듕만 도라오니

     ⓑ半반壁벽靑쳥燈등은 눌 위야 갓고.

     오며 리며 헤며 바니니

     져근뎟 力녁盡진야 풋을 간 드니

     精졍誠셩이 지극야 의 님을 보니

     玉옥 얼굴이 半반이나마 늘거셰라.

     의 머근 말 슬장 쟈 니

     눈믈이 바라 나니 말인들 어이며

     情졍을 못다야 목이조차 몌여니

     오뎐된 鷄계聲셩의 잠은 엇디 돗던고.

     어와, 虛허事로다. 이 님이 어 간고.

     결의 니러 안자 窓창을 열고 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 이로다.

     하리 싀여디여 落낙月월이나 되야이셔

     ㉤님 겨신 窓창 안 번드시 비최리라.

     각시님 이야니와 구 비나 되쇼셔.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보 기

  이별을 주제로 한 시가에서는 임과의 만남에 대한 의지를 주로 기원

과 맹세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기원과 맹세는 다양한 종결

형으로 표현되며 이는 화자의 의지와 소망을 드러내거나 청자에게 어

떤 행동을 요청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 외에도 임과의 만남에 대한 

의지는 임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행동의 묘사로 드러나기도 한다.

보 기  

  동지(冬至)ㅅ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春風) 니불 아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뷔구뷔 펴리라.            - 황진이 시조

149.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간적 배경으로 화자의 처지가 부각되고 있다.

② 시상의 전환을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가 드러나 있다.

③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화자의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 있다.

④ 자연물을 통해 대상과 함께하려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⑤ 화자 자신의 상황과 관련하여 대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150. <보기>를 바탕으로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점]

① ㉠의 ‘-고나’에는 임과의 만남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

② ㉡의 ‘-어라’는 임의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의 ‘-나요’는 임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

④ ㉣은 임과의 만남에 대한 바람을 행동의 묘사로 드러내고 있다.

⑤ ㉤의 ‘-리라’는 화자의 사랑의 맹세를 담고 있다.

151.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는 시적 대상을, ⓑ는 화자 자신을 의미한다.

② ⓐ는 과거를 회상하게 하고, ⓑ는 암울한 미래를 짐작하게 한다.

③ ⓐ는 화자를 현실로 돌아오게 하고, ⓑ는 상상에 몰입하게 한다.

④ ⓐ는 화자가 갈등하는 원인이 되고, ⓑ는 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⑤ ⓐ는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함축하고 있고, ⓑ는 화자의 외로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52. (가)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와 <보기>에는 모두 상황에 대한 가정이 나타나 있다.

②  (가)와 <보기>는 모두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③  <보기>는 (가)와 달리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주제를 심화하고 있다.

④  <보기>는 (가)와 달리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돋우고 있다.

⑤  <보기>는 (가)와 달리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53.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까무러치듯’에서 ‘까무러치듯 캄캄하고’로 시구를 변화시켜서 기다림의    

   고통이 심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군.

② ‘외로운 날빛’은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쓸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군.

③ ‘복사꽃은 또 한 번 하얗게 떨어지고’에서는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화   

   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군.

④ ‘극락 왕생 별천지에 홀로 단꿈 꾸시나요’에서 운명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체념을 드러내고 있군.

⑤ ‘바늘 끝에 뜨이는 / 아픈 사연 감추옵고’에서 아픔을 견뎌내려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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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공간 방해물 상황 화자의 정서

놉픈 뫼 구롬, 안개 일월을 볼 수 없음 막막함

믈 람, 믈결 (ㄱ) 외로움

茅모簷쳠 

 자리
계성 꿈을 깸 (ㄴ)

(ㄱ)    (ㄴ)

① 뱃사공이 없음 조급함

②  빈 배만 걸림  안타까움

③ 기운이 다함 애틋함

④ 눈물이 쏟아짐 절박함

⑤ 목이 멤 섭섭함

 (가)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 밤사 귀또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조지훈, ｢승무｣-

 (나)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뻐꾸기가

     울음 울어

     떼로 울음 울어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뜬* 설움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뻐꾹새임을

     알아냈다.

     지리산 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뻐꾹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뻐꾹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지리산 중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뻐꾹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세석(細石)*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 송수권, ｢지리산 뻐꾹새｣-

  * 길뜬 : 길이 덜 든.       * 세석 : 지리산 정상 아래 부근의 지명.

 (다) 무등산 한 활개 뫼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 와 ⓐ제월봉(霽月峰)이 되었거늘

     무변대야(無邊大野)*에 무슨 짐작 하노라

     일곱 굽이 한데 뭉쳐 우뚝우뚝 벌여 논 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앉혔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정자를 앉혔으니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렸는 듯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올올히 펴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 마나

     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깁을 펼쳤는 듯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닫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 좇은 사정(沙汀)*은 눈같이 펴졌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앉으락 내리락 모이락 흩으락

     노화(蘆花)*를 사이 두고 우러곰 좇니느뇨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꽂은 것은

     뫼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긏는 듯 잇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저어치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추월산 머리 짓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거든

     원근창애(遠近蒼崖)에 머문 짓도 하도 할샤

- 송순, ｢면앙정가｣-

 * 무변대야 : 끝없이 넓은 들판.

 * 사정 : 모래톱.                 * 노화 : 갈대.

[A]

[B]

154. (다)의 시상 전개 과정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ㄱ)과 (ㄴ)에 들

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55-1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9)

29) 2009년(2010학년도) 수능. 32-37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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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험 문제의 저작권은 교육과정평가원 및 각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문제의 선정과 편집은 상명고등학교 국어과 장우진T가 했음을 알려 드리는 바이며, 이 문제를

상업적으로 판매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 기  

  ｢승무｣는 무녀(舞女)를 무대 공간의 중심에 배치하여 관객이 이를 바라

보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무녀와 그의 춤을 초점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빛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 작품에는 지상과 천상, 상승과 하강, 생성

과 소멸의 속성을 지닌 다양한 빛이 등장하여 무녀의 외양과 행위, 더 나

아가 내면세계를 비추고 있다. 이 빛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관객이 무대와 인물을 관조하거나 그것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보 기

  송순이 ｢면앙정가｣에서 펼쳐 보인 세계는 흔히 ‘면앙우주’라고 일컬어

진다. 면앙우주는 작가에게 천지만물의 이치를 심성의 수양으로 내면화

하는 공간이었다. 작가는 자연 세계를 통해 인간 세계의 이치를 읽어 내

는 가운데 조화와 합일을 추구했다. 그는 객관적 자연물에 인간적 생명력

과 의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상과 세계관을 표출했다.

 (가) 이 투박한 대지에 발을 붙였어도

     흰 구름 이는 머리는 항상 하늘을 향하고 있는 산

     언제나 숭고할 수 있는 푸른 산이

     그 푸른 산이 오늘은 무척 부러워

     하늘과 땅이 비롯하던 날 그 아득한 날 밤부터

     저 산맥 위로는 푸른 별이 넘나들었고

     골짝에는 양떼처럼 흰 구름이 몰려오고 가고

     때로는 늙은 산 수려한 이마를 쓰다듬거니

     고산 식물을 품에 안고 길러 낸다는 너그러운 산

    청초한 꽃 그늘에 자고  또 이는 구름과 구름

     내 몸이 가벼이 흰 구름이 되는 날은 

     강 너머 저 푸른 산 이마를 어루만지리

-신석정,「청산백운도(靑山白雲圖)｣-

 (나) 자일을 타고 오른다.

     흔들리는 생애(生涯)의 중량(重量),

     확고(確固)한

     가장 철저한 믿음도

     한때는 흔들린다.

     암벽(岩壁)을 더듬는다.

     빛을 찾아서 조금씩 움직인다.

     결코 쉬지 않는

     무명(無明)의 벌레처럼 무명(無明)을

     더듬는다.

     함부로 올려다보지 않는다.

     함부로 내려다보지도 않는다.

     벼랑에 뜨는 별이나,

     피는 꽃이나,

     이슬이나,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다만 가까이 할 수 있을 뿐이다.

[A]

155.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②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고조한다.

③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대상의 운동감을 나타낸다.

④ 대립적 시각을 바탕으로 긍정적 상황 인식을 드러낸다.

⑤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긴장감 있게 제시한다.

156.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어두운 ‘밤’은 무녀를 비추는 다양한 빛의 양상을 효과적으 로 드러내고,    

   관객의 관심이 무녀에게 집중되게 한다.

② ‘흐르는 빛’은 여러 빛들에 비추어진 무녀의 낯빛으로서, 상승 이미지를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③ 말없이 녹아내리는 ‘황촉불’과 기우는 ‘달’은 하강과 소멸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유한한 인간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④ 6연의 천상의 ‘별빛’은 번뇌에서 벗어난 초탈의 세계를 환기하면서 승화의  

   의미로 이어지게 된다.

⑤ 7연의 ‘별빛’은 무녀의 눈과 연결되어 그녀가 지향하는 세계와 내면세계를  

  서로 이어 준다.

157. (가)의 ‘서러워라’와 (나)의 ‘설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설움은 역사적인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② (나)의 설움은 자연물의 주술적 속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출된다.

③ (가)와 (나)의 설움에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있다.

④ (가)와 (나)의 설움은 외부 대상과는 무관하게 화자의 내면에서 생성되는  

   정서이다.

⑤ (가)는 밤을 지새우는 ‘귀또리’의 소리를 통해, (나)는 ‘철쭉꽃’의 색채를 통  

   해 설움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158.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연에는 화자가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노력이 나타난다.

② 2연의 ‘실제의 뻐꾹새’는 ‘여러 마리의 뻐꾹새’와 상반되는 의미를 형성한다.

③ 2연~4연의 첫 행들은 각 연의 시적 공간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방식으로  

   시상 전개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④ 3연~4연에서 ‘산봉우리’, ‘강’, ‘남해’, ‘섬’이 잇달아 연결되면서 변화와    

   생성의 세계를 보여 준다.

⑤ 3연~5연은 연의 끝 부분에 ‘보았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깨달음의  

   의미를 강조한다.

159.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와 달리, [B]는 직유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한다.

② [B]와 달리, [A]는 음보율을 통해 정형적 운율미를 느끼게 한다.

③ [A]와 [B] 모두 어순의 도치를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④ [A]와 [B]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낸다.

⑤ [A]와 [B]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연물에서 받은 감흥을 표출한다.

160.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의 ‘제월봉’이 ‘무변대야에 무슨 짐작’을 한다는 표현에는 높은 이상을  

   향한 작가의 의지가 자연물에 투영되어 있군.

② ⓑ의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라는 표현에는 이상을 펼치기에 이미  

   늦었다고 여기는 작가의 조바심이 담겨 있어.

③ ⓒ의 ‘정자’가 ‘청학’처럼 ‘두 날개 벌렸는 듯’하다는 표현에서 면앙정이  

   비상(飛上)을 위한 심성 수양의 장소임을 알 수 있군.

④ ⓓ의 ‘물’이 ‘밤낮으로 흐르는’ 모습을 통해 작가도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쉼 없이 행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어.

⑤ ⓔ의 ‘추월산’을 비롯한 여러 산들이 ‘높은 듯 낮은 듯 긏는 듯 잇는 듯’ 서  

   있다는 표현에서 조화와 합일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볼 수 있군.

[161-16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30)

30) 2009년 11월. 고2 전국연합. 20-25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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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스럽게 ㉠암벽(岩壁)을 더듬으며

     가까이 접근(接近)한다.

     행복(幸福)이라든가 불행(不幸)같은 것은

     생각지 않는다.

     발 붙일 곳을 찾고 풀포기에 매달리면서

     다만,

     가까이,

     가까이 갈 뿐이다.

- 오세영, ｢등산(登山)｣-

 (다) 이런 엇더며 뎌런 엇더료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더료

     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텨 므슴료   

   <언지(言志)1>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사마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늘거 가뇌

     이 즁에 라 일은 허믈이나 업고쟈.  

  <언지(言志)2>

     유란(幽蘭)이 재곡(在谷)니 자연이 듯기 죠해 

     백운(白雲)이 재산(在山)니 자연이 보디 죠해 

     이 중에 피미일인(彼美一人)*을 더옥 닛디 몯얘. 

                           <언지(言志)4>

     천운대(天雲臺) 도라 드러 완락재(玩樂齋) 소쇄(瀟灑)*듸  

     만권생애(萬卷生涯)로 낙사(樂事)ㅣ 무궁(無窮)하얘라

     이 즁에 왕래풍류(往來風流) 닐러 므슴 고.

<언학(言學)1>

     ㉡청산(靑山)은 엇졔여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유수(流水) 엇졔여 주야(晝夜)에 긋지 아니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리라. 

<언학(言學)5>

     우부(愚夫)도 알며 거니 긔 아니 쉬온가

     성인(聖人)도 못 다 시니 긔 아니 어려온가

     쉽거나 어렵거나 즁에 늙 줄을 몰래라. 

<언학(言學)6>

-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천석고황(泉石膏肓):산수를 사랑하는 것이 정도에 지나쳐 불치의 고질병과 같음.

 *연하(煙霞):안개와 노을.        *피미일인(彼美一人):여기서는 임금을 뜻함.

 *소쇄(瀟灑):기운이 맑고 깨끗함. 

[B]

보 기

‘동방의 주자’라는 칭송을 받는 이황은 27세에 초시에 합격한 후 높

은 벼슬에 이르나, 관직을 사퇴하고 출사(出仕)에 응하지 않은 일이 

20여회에 이른다. 을사사화 때도 화를 입어 파직된 후 복직되었으나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기에 고향에 내려가 학문에 몰두하였다. 그는 

평범한 일상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행일치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자기 수양의 결과 50세 이후엔 더욱 

깊은 학문의 경지를 이룰 수 있었다. 16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삶에 대한 화자의 고뇌가 나타나 있다. 

② 자신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③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 있다. 

④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내재되어 있다. 

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심정이 제시되고 있다.

162.  (가)와 (나)의 공통된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화자가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③ 공간의 이동으로 변화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⑤ 대상에게 말을 거는 형식으로 화자의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다. 

16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과 달리 ㉡은 자신의 삶에 대해 회상하는 공간이다.

② ㉠은 깨달음을 주는 공간이고, ㉡은 고뇌하는 공간이다. 

③ ㉠과 ㉡은 모두 화자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공간이다.

④ ㉠은 화자의 현재 심정을, ㉡은 화자의 과거 상태를 보여준다.

⑤ ㉠은 신중한 삶의 태도를, ㉡은 일관된 삶의 자세를 일깨우는 공간이다.

164. [A] ‘구름’과 [B]의 ‘백운’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의 ‘구름’은 이상향을, [B]의 ‘백운’은 부정적 현실을 상징한다.

② [A]의 ‘구름’은 삶의 이치를, [B]의 ‘백운’은 삶의 변화를 드러낸다.

③ [A]의 ‘구름’은 공간의 이동을, [B]의 ‘백운’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④ [A]의 ‘구름’에는 아쉬움이, [B]의 ‘백운’에는 안타까움이 투영되어 있다.

⑤ [A]의 ‘구름’은 동경하는 대상이고, [B]의 ‘백운’은 그리움을 환기하는  

   대상이다.

165.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연의 ‘생애의 중량’과 ‘믿음’을 ‘흔들리는’ 것으로 표현하여 화자의 불안정한  

   심정을 암시하고 있어.

② ‘더듬는다’ ￫ ‘조금씩 움직인다’ ￫ ‘가까이 접근한다’로 시어를 변화시켜   

   삶에 대한 화자의 대응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

③ 2연에서 ‘무명(無名)’이 아닌 ‘무명(無明)’으로 표현한 것은 벌레의 행위를  

   ‘빛을 찾는’ 행위에 집중시키려는 거야.

④ 3연의 ‘별’, ‘꽃’, ‘이슬’을 통해 과거의 삶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고 있어.

⑤ 3연과 4연에서 ‘다만’, ‘가까이’를 반복하여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어.

166.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천석고황’은 자연을 벗 삼아 고향에서 학문을 하고 싶은 심정의 표현으로 보여. 

②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는 것은 어지러운 정세를 한탄하며  

   좌절한 선비의 고뇌를 보여주는 거야.

③ ‘만권생애’의 ‘낙사’는 관직을 사퇴하고 출사에 응하지 않은 이유라 할 수 있겠어. 

④ ‘만고’에 푸르며 ‘주야’에 그치지 않는 것은 평생에 걸쳐 학문을 가까이  

   하려는 모습이야. 

⑤ ‘우부’도 할 수 있지만 ‘성인’도 못 할 수 있다는 것은 학문의 특성과 면학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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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님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中門) 나서 대문(大門) 나가 지방 위에 올라가 앉아 손을 이마

에 대고 오는가 가는가 건넌 산 바라보니 거머희뜩 서 있거늘 저것이 

님이로구나.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곰븨님븨 님븨

곰븨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 데 마른 데를 가리지 말고 워렁퉁탕 건너

가서 정(情)엣말 하려 하고 곁눈으로 흘깃 보니 작년 칠월 사흗날 껍

질 벗긴 주추리 삼대가 얄밉게도 날 속였구나.

  모쳐라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나 낮이런들 남 웃길 뻔하였어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나)

  정월 냇물은 아으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세상 가운데 태어난 이몸이여 홀로 살아가는구나.

  아으 동동다리

<정월령>

  오월 오일에 아으 단옷날 아침 약(藥)은

  천 년을 오래 사실 약이라 바치옵니다. / 아으 동동다리

<오월령>

  유월 보름에 아으 벼랑에 버린 빗 같구나.

  돌아보실 임을 잠시나마 따르겠습니다. / 아으 동동다리

<유월령>

  칠월 보름에 아으 백중날 음식을 차려두고

  임과 함께 지내고자 소원을 비옵니다. / 아으 동동다리

<칠월령>

  시월에 아으 잘게 썬 보리수나무 같구나.

  꺾어 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어라. / 아으 동동다리

<시월령>

  십일월 봉당자리*에 아으 홑적삼 덮고 누워

  슬픈 일이로구나. 고운 임을 여의고 각각 살아가는구나.

  아으 동동다리

<십일월령>

- 작자 미상, ｢동동(動動) ｣ -
* 봉당자리 :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흙바닥.

(가)

하리 믈의 가 길히나 보랴 니

람이야 믈결이야 어둥졍* 된뎌이고.

샤공은 어 가고 븬 만 걸렷고.

강텬(江天)*의 혼쟈 셔셔 디  구버보니

님 다히 쇼식(消息)이 더옥 아득뎌이고.

㉠모쳠(茅簷)* 자리의 밤듕만 도라오니

반벽 쳥등(半壁靑燈)은 눌 위야 갓고.

오며 리며 헤며* 바자니니*

져근덧 녁진(力盡)야 풋을 잠간 드니

졍셩(精誠)이 지극야 의 님을 보니

옥(玉)  얼구리 반(半)이 나마 늘거셰라.

의 머근 말 슬장* 쟈 니

눈믈이 바라 나니* 말인들 어이며

졍(情)을 못다야 목이조차 몌여니

오뎐된* 계셩(鷄聲)의 은 엇디 돗던고.

어와 허(虛事)로다 이 님이 어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 이로다.

하리 싀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셔

님 겨신 창(窓) 안 번드시 비최리라.

- 정철, ｢속미인곡｣ -

*어둥졍: 어리둥절하게   *강텬: 넓은 강가.   *모쳠: 띠집.   *헤며: 헤매며. 

*바자니니: 부질없이 짧은 거리를 오락가락 거닐며.   *슬장: 실컷. 

*바라 나니: 연달아 나니.   *오뎐된: 방정맞은.   *결의: 잠결에.   *싀여디여: 죽어서.

(나)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春風)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정든 임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 황진이 -

[167-16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31)

167.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상이 부재하는 상황이 드러나 있다.

② 자신의 처지에 대한 원망이 표출되어 있다.

③ 상대에 대한 연민의 정서가 노출되어 있다.

④ 화자가 처한 참담한 생활상이 나타나 있다.

⑤ 자연에 대한 친화적 태도가 부각되어 있다

168. <보기>에 근거하여 (가)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ㄱ : ‘님이~바라보니’는 임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② ㄴ : ‘거머희뜩~님이로구나’는 간절한 그리움으로 인해 생긴 착각이다.

③ ㄷ : ‘버선을~건너가서’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취한 행동이다.

④ ㄹ: ‘정(情)엣말~속였구나’는 사랑하는 임에게 속았음을 자각하는 부분이다.

⑤ ㅁ: ‘모쳐라~뻔하였어라’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의 행동을 애써  

      합리화하는 반응이다.

31) 2013.03.2.AB

39.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월령>의 ‘냇물’과 <십일월령>의 ‘봉당자리’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이다.

② <오월령>의 ‘바치옵니다’와 <칠월령>의 ‘비옵니다’에는 정성과 기원이 담  

  겨 있다.

③ <유월령>의 ‘따르겠습니다’와 <칠월령>의 ‘함께 지내고자’ 에는 소망이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④ <유월령>의 ‘빗’과 <시월령>의 ‘보리수나무’는 버림받은 화자의 신세를    

  비유한 사물이다.

⑤ <시월령>의 ‘없어라’와 <십일월령>의 ‘각각 살아가는구나’에는 고독하게  

  지내는 삶이 드러나 있다.

[170-17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32)

170.(가)와 (나)의 화자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가)의 화자는 ‘물가’를 헤매다 안타까워하고 있어. 이것은 그리운 임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일 거야.

②(가)의 화자는 ‘풋잠’에서 깨어난 것을 아쉬워하고 있어. 이것은 ‘꿈속’   

  에서는 임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일 거야.

③(가)의 화자는 ‘지는 달’이 되어 ‘창 안’을 비추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  

  고 있어. 이것은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거야.

④(나)의 화자는 ‘밤’을 ‘굽이굽이’ 펴겠다고 하고 있어. 이것은 임과 함께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거야.

⑤(나)의 화자는 ‘춘풍 이불’을 정성껏 만들고 있어. 이것은 임이 돌아올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거야.

32) 2013.06.2.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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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건

◦㉠에 드러난 화자의 처지를 명확히 밝힐 것.

◦㉡에 담긴 발상 및 표현을 사용할 것.

엊그제 겨울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푸르도다

칼로 말라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조화신공(造化神功)이 사물마다 야단스럽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야 다를쏘냐

사립문 앞을 걸어 보고 정자에 앉아 보니

소요음영(逍遙吟詠)*하여 산일(山日)이 적적한데

한중진미(閒中眞味)*를 아는 사람 없이 혼자로다

㉡여보게,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꾸나

산책은 오늘하고 목욕은 내일하세

아침에 산나물 캐고 저녁에 낚시하세

이제 갓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 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를 세며 마시리라

화풍(和風)이 문득 불어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청향(淸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에 진다

술동이가 비었거든 나에게 알리어라

소동(小童) 아이더러 술집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동이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하여 시냇가에 혼자 앉아

㉢고운 모래 맑은 물에 잔 씻어 부어 들고

맑은 물을 굽어보니 떠오는 것이 도화(桃花)로다

㉣무릉(武陵)이 가깝도다 저 들이 그 곳인가

소나무 사이의 좁은 길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 들고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수많은 촌락이 곳곳에 벌여 있네

연하일휘(煙霞日輝)*는 수놓은 비단을 펼쳐 놓은 듯

엊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넘치는구나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청풍명월(淸風明月) 외에 어떤 벗이 있겠는가

단표누항(簞瓢陋巷)*에 헛된 생각 아니하네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하면 어떠하리

- 정극인,「상춘곡(賞春曲)」-

* 소요음영: 천천히 거닐며 시를 읊조림.

* 한중진미: 한가로운 가운데 느끼는 참된 즐거움

* 미음완보: 나직이 시를 읊조리며 천천히 걸음.

* 연하일휘: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

* 단표누항: 소박하고 청빈한 생활을 이름.

* 백년행락: 한평생 즐겁게 지냄.

 [A]  

        [B]  

        [C]  

        [D]  

[E]  

보 기 

 가사 문학은 조선 전기 사대부들이 지녔던 삶의 양식이나 그들의 

사유체계를 잘 담고 있다.「상춘곡」에는 ‘절제와 균형’이라는 유

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조선조 사대부들의 사고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나는 이럴지언정 외방의 늙은 죵이

공물을 밧치고 도라갈 제 하 일 다보앗네

㉠ 우리 댁 살림이 녜부터 이러튼가

전민(田民)이 많단 말이 일국에 소문이 났는데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 죵이 백여명이 넘는데도

무슨일 노라 텃밭을 묵혔는가

농장이 업다가 호미연장 못갖추었는가

날마다 무엇려 밥만 먹고 다니면서

열나모 정자아래 낫만 자는가

아이들 탓이던가

㉡ 우리댁 죵의 버릇 볼수록 이상하구나

쇼먹이 아이들이 상마름을 능욕하고

왔다갔다하는 어린 손들 양반들을 실없는 말로 희롱하는가

㉢ 옳지 못하게 물건을 빼돌려 모으고 꾀부려 제 일만 하니

집의 많은일을 뉘라셔 힘써고

곡식창고 븨엿거든 창고지기인들 어이며

171.<조건>에 따라 시행을 창작하는 학습 활동을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①침실의 환한 등불 아래에서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②괴롭지만 행복한 침실에서 등불을 보며 밤을 지새웠다.

③한밤중에 혼자만 있는 쓸쓸한 침실에서 슬픔을 포개어 쌓았다.

④차가운 잠자리와 침실 벽의 등불 사이가 하늘과 땅의 거리였다.

⑤아늑한 침실 바닥에 누워 즐겁게 추억의 보따리를 풀어 헤쳤다.

[172-17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33)

33) 2013.09.2A

17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념적인 주제에서 벗어나 생활과 밀착된 주제를 다룬다.

② 자연에서 사는 삶을 노래하여 강호가사에 영향을 끼쳤다.

③ 연속된 4음보의 율격으로 안정된 리듬감을 형성한다.

④ 양반 사대부에 의해 창작되어 한자어의 사용이 많다.

⑤ 마지막 행의 형식이 시조의 종장 형식과 유사하다

17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① ㉠: 자연물을 이용하여 계절적 정서와 상반된 자신의 심정을 드러  

 내고 있다.

② ㉡: 명령형 어미를 활용하여 탈속적 삶에 동참할 것을 촉구 하고 있다.

③ ㉢: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자연과 동화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④ ㉣: 관용적인 연상을 통해 이상향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다.

⑤ ㉤: 주체와 객체를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다.

17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 ‘석양’과 ‘세우’의 하강 이미지 속에 피어나는 ‘꽃’과 파랗게   

  돋는 ‘풀’의 상승 이미지는 조화를 이루고 있군.

② [B]: ‘오늘’과 ‘내일’로, ‘아침’과 ‘저녁’으로 봄놀이를 적절히 조절  

  하여 안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군.

③ [C]: 술을 과하게 마시지 않으려고 ‘꽃나무 가지’로 술잔을 세는    

  모습에서 사대부의 절제된 풍류가 느껴지는군.

④ [D]: 술과 더불어 ‘청향’과 ‘낙홍’에 취해 고조되는 감정을 ‘진다’는  

  표현을 통해 다스리는군.

⑤ [E]: ‘검은 들’이 ‘봄빛’으로 넘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합일을 이루어 감을 의미하는군.

[175-17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34)

34) 2013.09.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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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세간 살림이 흐터지니 질그릇인들 어이고

내 왼줄 내 몰라도 남 왼줄 모넌가

㉣ 플치거니 맺히거니 헐뜯거니 돕거니

로 열두때 어수선 핀 거이고

외직 별감 많이 있어도 외방 마름 도달화도

제 소임 다바리고 몸 사릴 이로다

㉤ 비새여 썩은집을 뉘라셔 곳쳐이며

옷버서 무너진 담 뉘라셔 곳쳐 쌓을가

  블한당 구멍 도적 아니 멀니 단이거든

  화살 숙직하인 뉘라셔 힘써 고

  큰나큰 기울어가는 집에 주인님 혼안자

  명령을 뉘들으며 논의를 뉘라고

  낫시름 밤근심 혼자 맡아 계시거니

  옥튼 얼굴니 편실적 몇날일까

            <중략>

  새끼기 말으시고 내말 드로쇼셔

  집 일을 고치려면 죵들을 휘어잡고

  죵들을 휘어잡으려면 상벌을 밝히시고

  상벌을 밝히려면 어른죵을 믿으쇼셔

  진실노 이리시면 집안의 도가 절노 일어서리라

- 이원익,「고공답주인가(雇工答主人歌) 」-

 이 작품은 임진왜란 이후 나라가 황폐(荒弊)해진 상황에서도 국사보

다는 당쟁만 일삼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신하들

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작자가 한 국가의 살림살이를 농사짓는 주인

과 종의 관계에 비유하여 ‘어른죵’(영의정)의 입장에서 ‘죵’(신하)들을 

나무라고 ‘주인님’(임금)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지은 작품이다.

보 기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왔을 때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느릅나무 홰나무 묵어 구멍 많은데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지 않니?”

제비 다시 지저귀며

사람에게 말하는 듯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홰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오.”

                                - 정약용,「고시(古詩) 8」-

[175~176] 다음은 윗글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41번과 42

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175.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②

③         ④

⑤

176.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의 ‘녜부터 이러튼가’로 보아 나라의 상황이 오래전부터 황폐했음을  

  알 수 있다.

② ㉡의 ‘죵의 버릇 볼수록 이상하구나’로 보아 나라를 어수선하게 만든    

  것이 신하들의 잘못임을 알 수 있다.

③ ㉢의 ‘옳지 못하게 물건을 빼돌려 모으고’로 보아 부정부패한 위정자들  

  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의 ‘맺히거니 헐뜯거니’로 보아 신하들이 국사는 돌보지 않고 당쟁만  

  일삼았음을 알 수 있다.

⑤ ㉤의 ‘썩은집’과 ‘무너진 담’으로 보아 피폐한 나라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177. [A]와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A]에는 현실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보기>에는 객관적인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② <보기>는 [A]와 달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기대를 강조하  

 고 있다.

③ [A]는 <보기>와 달리 문제 인식과 함께 그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  

 고 있다.

④ [A]와 <보기> 모두 공간적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

⑤ [A]와 <보기> 모두 자연물에 빗대어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178-18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35)

(가)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탁료계변(濁醪溪邊)*에 금린어(錦鱗魚)*ㅣ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閒暇)해옴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강호(江湖)에 여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없다.

  ㉠ 유신(有信)한 강파(江波)는 보내는 이 바람이다.

  이 몸이 서늘해옴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강호(江湖)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잇다.

  소정(小艇)에 그물 실어 흘리* 띄워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해옴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강호(江湖)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자히 남다*.

  ㉡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아니해옴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맹사성,「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35) 2013.11.2.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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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강호사시가」는 유교적 이상이 현실화된 시기에 지어진 것으

로, 여기에는 화자의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의 조화와 함께 개인

의 평안한 삶을  가능하게 한 임금의 치적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 

있다.

㉠우 거시 벅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숩가

이어라 이어라

어촌(漁村) 두어 집이 * 속의 나락들락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와(於思臥)

말가 기픈 소희 온갇 고기 뛰노다

<춘(春) 4>

년닙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쟝만 마라

닫 드러라 닫 드러라

쳥약립(靑篛笠)은 써 잇노라 녹사의(綠蓑衣) 가져오냐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와(於思臥)

㉡무심(無心) 구(白鷗) 내 좃가 제 좃가

<하(夏) 2>

㉢슈국(水國)의 히 드니 고기마다 져 읻다

닫 드러라 닫 드러라

만경딩파(萬頃澄波)*의 슬지 용여(容與)쟈*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와(於思臥)

인간(人間)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옥 됴타

<추(秋) 2>

㉣믉의 외로온 솔 혼자 어이 싁싁고

 여라  여라

머흔* 구룸 (恨)티 마라 셰샹(世上)을 리온다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와(於思臥)

㉤파랑셩(波浪聲)*을 염(厭)티* 마라 딘훤(塵喧)*을 막또다

<동(冬) 8>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  : 내의. ‘내’는 바닷가에 자주 나타나는 안개와 같은 현상.

* 만경딩파 : 넓게 펼쳐진 맑은 물결.

* 용여쟈 : 느긋한 마음으로 여유 있게 놀자.

* 머흔 : 험하고 사나운.                        * 파랑셩 : 물결 소리.

* 염티 : 싫어하지.                             * 딘훤 : 속세의 시끄러움.

* 탁료계변: 막걸리를 마시며 노는 시냇가.      * 금린어: 싱싱한 물고기.

* 역군은이샷다: 역시 임금님의 은혜이시다.     * 흘리: 흐르도록.

* 자히 남다: 한 자가 넘는다.                  * 누역: 짚으로 만든 비옷.

(나) 된 서리 빠진 후의 산 빛이 금수(錦繡)로다.

㉢ 황운(黃雲)은 또 어찌 만경(萬頃)*의 펼쳐져 있는가.

어적(漁笛)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草木) 다 진 후의 강산(江山)이 묻혔거늘

조물(造物)이 야단스러워 빙설(氷雪)로 꾸며내니

㉣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은산(玉海銀山)*이 안저(眼底)*의 

펼쳐져 있구나.

인간(人間)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밤은 언제 줍고 고기는 언제 낚고

사립문은 뉘 닫으며 떨어진 꽃은 뉘 쓸려뇨.

아침이 낫브거니* 저녁이라 싫겠느냐.

㉤ 오늘이 부족(不足)하니 내일(來日)이라 유여(有餘)하랴.

- 송순, 「면앙정가(俛仰亭歌)」-

* 만경: 아주 많은 이랑. 지면이나 수면이 아주 넓음을 이르는 말.

* 경궁요대: 아름다운 구슬로 꾸민 궁궐과 대.

* 옥해은산: 옥으로 된 바다와 은으로 된 산.

* 안저: 눈 아래.

* 낫브거니: 부족하니.

178.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나)와 달리 자연물을 매개로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② (가)는 (나)와 달리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심리  

  를 부각하고  있다.

③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인간이 지녀야 할 바람직  

  한 덕성을 강조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을 통해 풍류를 즐기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드  

  러내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심리가 투영된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  

  등을 제시하고 있다.

179. <보기>를 참고하여, (가)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각 수의 초장과 중장은 주로 화자의 사적인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

는 것이군.

② 각 수 종장의 ‘이 몸이 ∼해옴도’는 사적인 삶의 모습을 압축하여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군.

③ 각 수 종장의 ‘역군은(亦君恩)이샷다’는 신하라는 공적인 삶과 관

련지어 한 말이라 할 수 있군.

④ 화자는 걱정이나 탈 없이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한 

임금의 은혜에 대해 감사해 하고 있군.

⑤ 화자의 공적인 삶이 사적인 삶과 조화를 이루게 된 이유는 유교적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화자의 노력 때문이군.

18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강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삶의 모습을 드러내

고 있다.

② ㉡: 소박한 생활을 나타내는 소재를 활용하여 화자의 검소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 누렇게 익은 곡식을 황운에 비유하여 가을의 풍요로움을 나타

내고 있다.

④ ㉣: 눈 덮인 자연의 모습을 미화하여 화자가 처한 공간의 아름다운 

경치를 강조하고 있다.

⑤ ㉤: 대구와 설의를 활용하여 덧없이 흘려보낸 시간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181-18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36)

18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여음을 사용하여 흥취를 북돋우고 있다.

②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③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시적 배경이 되는 공간을 이상적 세계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36) 2012.05.2.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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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 울리니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키 어려워라.

    늘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세라,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 최치원,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 -

(나) 잠아 잠아 짙은 잠아 이 내 눈에 쌓인 잠아

    염치불구 이 내 잠아 검치두덕* 이 내 잠아

어제 간밤 오던 잠아 오늘 아침 다시 오네

잠아 잠아 무슨 잠고 가라 가라 멀리 가라

시상 사람 무수한데 구테 너난 간 데 없어

원치 않는 이 내 눈에 이렇다시 자심하뇨*

주야에 한가하여 월명동창 혼자 앉아

삼사경 깊은 밤을 허도이* 보내면서

잠 못 들어 한하는데 그런 사람 있건마는

무상 불청 원망 소래 온 때 마다 듣난고니

석반을 거두치고 황혼이 대듯마듯

낮에 못한 남은 일을 밤에 할랴 마음먹고

언하당* 황혼이라 섬섬옥수 바삐들어

등잔 앞에 고개 숙여 실 한 바람 불어 내어*

더문더문 질긋 바늘 두엇 뜸 뜨듯마듯

난데없는 이 내 잠이 소리없이 달려드네

눈썹 속에 숨었는가 눈 알로 솟아온가

이 눈 저 눈 왕래하며 무삼 요수* 피우든고

맑고 맑은 이 내 눈이 절로절로 희미하다

- 작자 미상, ｢잠노래｣ -
*검치두덕: 욕심 언덕. 잠의 욕심이 언덕처럼 쌓였다는 뜻

*자심(滋甚)하뇨: 점점 더 심해지느냐?

*허도(虛度)이: 헛되이 보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서

*언하당(言下當):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여기서는 ‘그런 생각을 하자마

자 바로’의 뜻임

*불어 내어: 풀어 내어. 풀어서          *무삼 요수: 무슨 요망한 수

(다) 나는 물을 보고 있다.

  물은 아름답게 흘러간다.

  흙 속에서 스며 나와 흙 위에 흐르는 물, 그러나 흙물이 아니요 

정(淨)한 유리 그릇에 담긴 듯 진공 같은 물, 그런 물이 풀잎을 스

치며 조각돌에 잔물결을 일으키며 푸른 하늘 아래에 즐겁게 노래하

며 흘러가고 있다.

 물은 아름답다. 흐르는 모양, 흐르는 소리도 아름답거니와 생각하

면, 이의 맑은 덕, 남의 더러움을 씻어는 줄지언정, 남을 더럽힐 줄 

모르는 어진 덕이 이에게 있는 것이다. 이를 대할 때 얼마나 마음을 

맑힐 수 있고 이와 사귈 때 얼마나 몸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인가!

  ㉡물을 보면 즐겁기도 하다. 이에겐 언제든지 커다란 즐거움 이 

있다. 여울을 만나 노래할 수 있는 것만 이의 즐거움은 아니다. 산

과 산으로 가로막되 덤비는 일 없이 고요한 그대로 고이고 고이어 

나중 날 넘쳐 흘러가는 유유무언(悠悠無言)*의 낙관(樂觀), 얼마나 

큰 즐거움인가! 독에 퍼 넣으면 독 속에서, 땅 속 좁은 철관에 몰아

넣으면 몰아넣는 그대로 능인자안(能\忍自安)*한다.

 ⓐ물은 성(聖)스럽다. 무심히 흐르되 어별(魚鼈)이 이의 품에

살고, 논, 밭, 과수원이 이 무심한 이로 인해 윤택하다.

  물의 덕을 힘입지 않은 생물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물, 기쁜 물, 고마운 물, 지자(智者) 노자(老子)는 일찍

이 상선약수(上善若水)*라 하였다.

- 이태준, ｢물｣ -
*유유무언(悠悠無言): 유유한 가운데 말이 없음

*능인자안(能\忍自安): 능히 참아 내어 스스로 편안함

*상선약수(上善若水): 노자의『도덕경』에 나오는 구절로,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라는 뜻임

보 기  

 ‘잠노래’는 농사일이나 집안일 등 바쁜 낮의 일과를 보내고 나서도 

밤늦게까지 남은 집안일을 해야 했던 옛날 우리나라 여인들의 애환

이 담겨 있는 노래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게 불리어지던 민요이다. 

위 ‘잠노래’의 화자는 의인화를 통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여 자신을 찾아오는 ‘잠’을 원망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만 하지 않고 해학적인 태도로 노래를 부르면서 ‘잠’을 쫓아내고 

해야 할 일을 마치려는 의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18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① ㉠ : ‘벅구기’의 울음소리는 봄의 애상감을, ‘버들숩’의 푸르름은 깊  

  어가는 봄을 보여 준다.

② ㉡ : 세속에 ‘무심’한 ‘구’를 동경하여 화자와 대상 사이에 거리감  

  이 있음을 보여 준다.

③ ㉢ : 살 오른 ‘고기’는 자연의 풍성함과 화자의 여유롭고 넉넉한 정  

  신세계를 보여 준다.

④ ㉣ : 외로운 ‘솔’을 씩씩하다고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보여 준다.

⑤ ㉤ : ‘파랑셩’과 ‘딘훤’을 대비하여 속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여 준다.

[183-18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37)

37) 2012.09.2A

18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는 대조적 상황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가)와 (다)는 계절적 배경을 통해 이미지를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다.

③ (나)와 (다)는 도치를 통해 대상이 가진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④ (가)∼(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물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⑤ (가)∼(다)는 단정적 어조로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184. <보기>를 통해 (나)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잠’을 청자로 설정하여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때 대상을 의인화하고 있군.

② ‘잠 못 들어 한하는데’를 통해 ‘잠’을 쫓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읽을 수 있군.

③ ‘낮에 못한 남은 일을 밤에 할랴 마음먹고’를 통해 화자의 애환을 알 수 있군.

④ ‘바늘’이라는 소재를 통해 이 노래가 여인들 사이에서 불리어 졌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⑤ ‘눈썹 속에 숨었는가 눈 알로 솟아온가’라는 구절에서 해학적 태도를 엿볼 

수 있군.

18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① ㉠과 ㉡ 모두 화자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② ㉠과 ㉡ 모두 부정과 긍정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③ ㉠과 ㉡ 모두 화자의 이상이 현실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④ 문제 상황에 대해 ㉠은 거부의 태도를, ㉡은 수용의 태도를 내포하고 있다.

⑤ 효용적 측면으로 볼 때 ㉠은 다양한 기능을, ㉡은 단일한 기 능을 지니

고 있다.

186. ⓐ와 관련하여 작가가 지향하는 인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인내하는 사람

② 어려움 속에서 평온함을 잃지 않는 사람

③ 욕심 없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④ 자연과 더불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

⑤ 신중한 태도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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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원수(怨讐) 궁귀(窮鬼)를 어이하야 여희려뇨

    수래 후량(餱粮)*을 갖추오고 이름 불러 전송(餞送)하야

    일길신량(日吉辰良)*에 사방(四方)으로 가라 하니

    추추분분(啾啾憤憤)*하야 원노(怨怒)하야 니론 말이

    ㉠자소지로(自少至老)*히 희로우락(喜怒憂樂)을 너와로 함께하야

    죽거나 살거나 녀흴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니라나뇨

    우는 듯 꾸짖는 듯 온 가지로 협박커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無情)한 세상(世上)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호자 유신(有信)하야 나를 아니 버리거든

    인위(人威)로 피절(避絶)*여 좀꾀로 여흴러냐

    하늘 삼긴 이 내 궁(窮)을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貧賤)도 내 분(分)이어니 셜워 므슴하리

- 정훈, ｢탄궁가(歎窮歌)｣ -
*후량(餱粮): 좋은 음식    *일길신량(日吉辰良): 길한 날

*추추분분(啾啾憤憤): 시끄럽게 떠들며 화를 냄

*자소지로(自少至老):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피절(避絶): 파하여 관계를 끊음

(나) 世愛牧丹紅    세상에선 모두들 붉은 모란꽃만 사랑하여

    栽培滿院中    정원에 가득히 심고 가꾸었네

    誰知荒草野    누가 이 거친 초야에

    亦有好花叢    좋은 꽃 떨기 있는 줄 알기나 하랴

    色透村塘月    예쁜 모습은 연못 속의 달을 꿰뚫었고

    香傳壟樹風    향기는 밭두렁 나무의 바람에 전하네

    地偏公子少    외진 땅에 있노라니 찾아주는 귀공자 적어

    嬌態屬田翁    아리따운 자태를 농부에게 붙이누나

- 정습명, ｢석죽화(石竹花)｣

(다) 윤상군(尹相君)이 처음에 곤강(坤岡) 남쪽에 집터를 마련하였

다. 집터 동서편에 밤나무 숲이 울창하여 그곳에 가옥을 건축하고 

명칭을 율정(栗亭)이라 하였다. 지금은 또 조금 서편으로 가서 새

로 집을 샀는데 밤나무 숲이 더욱 무성하였다. 윤공은 집터를 구할 

때마다 오직 밤나무 있는 곳을 선택하였다. 일찍이 나에게 말하기

를, “봄에는 가지가 엉성하여 가지 사이로 꽃이 서로 비치고, 여름

이면 잎이 우거져서 그늘에서 놀 수가 있으며, 가을에는 밤이 맛이 

들어 내가 먹을 수 있으며, 겨울이면 껍질을 모아 아궁이에 불을 

땐다. ㉢나는 이러므로 밤나무를 좋아한다.” 하였다. 나는 말하기

를, “불은 마른 것에 잘 붙고 물은 축축한 곳으로 흐르는 것은, 성

격이 같은 것끼리 서로 찾아가는 것이니 이치에 있어서 반드시 그

러한 것이다. 그 숭상하는 것이 같으면 물건이나 내가 다를 것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하늘과 땅 사

이에 풀이나 나무가 나는 것은 모두 한 기운으로 되는 것이다. 그

러나 그 뿌리ㆍ싹ㆍ꽃ㆍ열매가 어려운 것, 쉬운 것, 일찍 되는 것, 

늦게 되는 것 등 일정하지 않은데, 다만 이 밤은 모든 물건보다 가

장 늦게 나는 것이며, 그것을 재배하기도 매우 어렵고 장구한 시일

이 걸린다. 그러나 자라기만 하면 쉽게 튼튼해지며, 잎이 매우 늦

게 피지만 피기만 하면 곧 그늘을 쉽게 만들어 준다. ㉣꽃이 매우 

늦게 피지만 피기만 하면 곧 왕성하며, 열매가 매우 늦게 맺히지만 

맺히기만 하면 곧 수확할 수 있다. 이는 물건으로 이지러지면 차게

되고 부족하면 보태지는 이치가 있기 때문이다. 윤공은 나와 같은 

해에 과거에 합격했는데 그 때의 나이가 30여 세였다. 그러다가 

나이가 4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벼슬에 나아갔으므로 사

람들은 모두들 늦었다고 하였으나, 공은 직무에 더욱 조심하며 충

실히 하였다. 그러다가 임금께서 먼저 공을 알아보시고 크게 쓰이

게 되어서는 하룻 동안에 아홉 번씩 승진하여 대신의 지위에 이르

게 되었으니, 이것은 별로 손질을 하지 않았는데도 무성하게 뻗어

나간 나무와 같다. 그 기틀을 세우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그

성취하는 것이 뒤에는 쉽게 된 것이니, 이 밤나무의 꽃과 열매와 

같은 바가 있다.

  나는 이치로 설명하려 한다. <중략> 그 느린 것은 장차 빨리되

려는 것이요, 그 중지되는 것은 장차 끝까지 도달하려는 것이니, 

곧 ㉤이지러진 것은 채워질 수 있는 것이며, 부족한 것은 보태질 

수 있는 것과 또한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 가지 물건에 다가가 보

더라도 이것을 실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사람이 숭상

하는 바를 관찰하게 되는 것이니, 곧 불은 건조하며 물은 습한 것

이어서 물건이나 나와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모두 그렇지 않음이 

없다. 따라서 곧 공이 출세하여 영화롭게 된 것은 밤나무의 생장함

과 같으며, 밤을 수확하여 간직함은 공의 은퇴하는 것과 같다. 그 

생장함에는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바가 있으며, 그 간직함에는 자

신의 몸을 수양하는 작용이 있다. 이에 나는 이 정자에 대하여 그 

이치를 들어 설(說)을 짓는다.”라고 하였다.

- 백문보, ｢율정설(栗亭說)｣ -

[187-19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38)

38) 2012.09.2B

187.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는 의인화를 사용하여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② (가)와 (다)는 공간적 배경의 이동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③ (나)와 (다)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④ (가)～(다)는 모두 비유적 표현을 이용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⑤ (가)～(다)는 모두 대조적인 소재를 들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188.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궁귀’와 (나)의 ‘모란’은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대상이다.

② (가)의 ‘사방’과 (나)의 ‘외진 땅’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을 의미한다.

③ (가)의 ‘유신’은 대상이 화자를, (나)의 ‘향기’는 화자가 대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있다.

④ (가)의 ‘하늘’과 (나)의 ‘농부’는 화자의 신세를 위로하는 존재이다.

⑤ (가)의 ‘므슴하리’는 체념을, (나)의 ‘붙이누나’는 안타까움을 내포하고 있다.

189. 좋은 꽃과 밤나무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좋은 꽃’과 ‘밤나무’에는 모두 작가의 관심과 애정이 담겨져 있다.

② ‘좋은 꽃’과 ‘밤나무’에는 모두 작가의 외로운 정서가 투영되어 있다.

③ ‘좋은 꽃’과 ‘밤나무’에는 모두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추구

하는 자세가 내재되어 있다.

④ ‘좋은 꽃’은 작가의 처지를, ‘밤나무’는 작가의 과시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좋은 꽃’은 냉소적으로, ‘밤나무’는 자조적으로 현실을 대하는 작가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1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평생 동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② ㉡: 궁귀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③ ㉢: 동경하는 사물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신념을 드러내고 있다.

④ ㉣: 대구적 표현으로 사물의 성질과 윤공의 삶이 유사함을 역설하고 있다.

⑤ ㉤: 상황이 변할 수 있음을 제시하여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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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고 성긴 매화(梅花) 너를 믿지 않았더니

눈 기약(期約) 능(能)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촉(燭) 잡고 가까이 사랑할 때 암향부동(暗香浮動)*하더라

<제2수>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너로구나

가만히 향기(香氣) 놓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期約)하니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제3수>

눈으로 기약(期約)터니 네 과연(果然) 피었구나

황혼(黃昏)에 달이 오니 그림자도 성기구나

청향(淸香)이 잔(盞)에 떴으니 취(醉)코 놀려 하노라 <제4수>

황혼(黃昏)에 돋는 달이 너와 기약(期約) 두었더냐

합리(閤裡)*에 자던 꽃이 향기 놓아 맞는구나

내 어찌 매월(梅月)이 벗 되는 줄 몰랐던고 하노라

<제5수>

- 안민영, ｢매화사｣ -
  * 암향부동: 그윽한 향기가 은근히 떠돎.    * 합리 : 방 안.

보 기  

｢매화사 ｣는 8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이다. 연시조에는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각 수를 통합하는 구성 원리가 있다. 이 작품의 경우 매화를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진다. 매화가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의 행위나 ‘눈’, ‘달’과 같은 

다른 자연물과의 조응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191-19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39)

부귀(富貴)라 구(求)치 말고 빈천(貧賤)이라 염(厭)치* 말아

인생(人生) 백년(百年)이 한가(閑暇)할사 사니 이 내 것이

백구(白鷗)야 날지 말아 너와 망기(忘機)*하오리라.

                        <제1수> 

천심절벽(千尋絶壁) 섯난 아래 일대장강(一帶長江) 흘러간다.

백구(白鷗)로 벗을 삼아 어조(漁釣)* 생애(生涯) 늙어가니

두어라 세간 소식(世間消息) 나는 몰라 하노라.

                          <제2수>

보리밥 파 생채(生菜)를 양(量) 맞춰 먹은 후(後)에

모재(慕齋)*를 다시 쓸고 북창하(北窓下)에 누웠으니

눈 앞에 태공(太空) 부운(浮雲)*이 오락가락 하는구나. 

                       <제3수>

공산리(空山裏) 저 가는 달에 혼자 우는 저 두견(杜鵑)아

낙화광풍(落花狂風)*에 어느 가지 의지 하리

백조(百鳥)야 한(恨)하지 말아 내 곧 설워 하노라.

                          <제4수>

저 가마귀 짖지 말아 이 가마귀 좇지 말아

야림(野林) 한연(寒烟)*에 날은 조차 저물거늘

어엿불사 편편(翩翩) 고봉(孤鳳)*이 갈 바 없어 하는구나.

                     <제5수>

서산(西山)에 해 져 간다 고기 배 떴단 말가

죽간(竹竿)*을 둘러 메고 십 리(十里) 장사(長沙) 내려가니

연화(烟花)* 수삼(數三) 어촌(漁村)이 무릉(武陵)인가 하노라.

                <제6수>

- 권구,「병산육곡(屛山六曲)」-

* 염치: 싫어하지                  * 망기: 속세의 일이나 욕심을 잊음.

* 어조: 물고기를 낚음.            * 모재: 띠로 지붕을 이은 집

* 태공 부운: 넓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 낙화광풍: 꽃잎이 떨어지도록 미친 듯이 부는 바람. 정치적으로 혼탁하고 험난한 

현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 야림 한연: 들판 숲속의 차가운 안개      * 편편 고봉: 훨훨 나는 외로운 봉황

* 죽간: 대나무 장대. 여기서는 대나무로 만든 낚싯대   * 연화: 안개가 피어오르는

19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② 다양한 자연물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주제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④ 시적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⑤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192. 위 글에 사용된 시어들을 연관 지어 감상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1수>에 드러난 ‘망기’에 대한 화자의 바람이 <제2수>의 ‘어조 생

애’로 실현되고 있군.

② <제2수>의 ‘세간 소식’과 단절하려는 화자의 태도는 <제4수>의  ‘낙화

광풍’으로 비유된 상황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

③ <제3수>의 ‘보리밥 파 생채’를 ‘양’ 맞추어 먹는 모습에서 <제1수>의 

‘부귀’를 구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

④ <제4수>의 ‘두견’을 부를 때의 화자의 심리는 <제5수>에서 ‘가마귀’에 

대한 화자의 심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

⑤ <제6수>에서 화자가 처한 공간인 ‘어촌’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제1수>의 

‘빈천’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바탕이 된 것이겠군.

39) 2012.11.2AB

[193-194]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40)

19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상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대상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영탄적 표현으로 화자의 감흥을 표출하고 있다.

④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⑤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얻고 있다.

19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2수>에서 화자는 ‘어리고 성긴 매화’가 꽃을 ‘두세 송이’ 피운 것을  

  ‘눈’과의 기약을 지킨 결과라고 여기고 있다.

② <제2수>에서 화자가 ‘촉 잡고 가까이 사랑’하는 행위에 매화가 향기를  

  내어 조응하고 있다.

③ <제3수>에서 ‘눈’과 ‘달’의 조응이 이루어진 후에야 화자와 ‘매화’ 사이  

  에도 조응이 일어나고 있다.

④ <제4수>에서 ‘달’이 뜨자 매화가 ‘그림자’를 나타내고, 화자의 ‘잔’에도  

  매화의 ‘청향’이 차오르고 있다.

⑤ <제5수>에서 화자는 ‘합리에 자던’ 매화가 일어나 향기를 내는 것은    

  ‘황혼에 돋는 달’을 맞이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40) 2013.03.3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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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으로 판매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C]

[D]

[E]

[A]

[B]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떱뎁까.

㉠ 이애 이애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밭에는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둥글둥글 수박 식기(食器)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소반(小盤)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 오 리(五里) 물을 길어다가 십 리(十\里) 방아 찧어다가,

아홉 솥에 불을 때고 열두 방에 자리 걷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세 하나 할림새요 시누 하나 뾰족새요

시아지비 뾰중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자식 하난 우는 새요 나 하나만 썩는 샐세.

㉣ 귀먹어서 삼 년이요 눈 어두워 삼 년이요

말 못해서 삼 년이요 석 삼 년을 살고 나니,

㉤ 배꽃 같던 요내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삼단 같던 요내 머리 비사리춤이 다 되었네.

백옥 같던 요내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열새 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기 다 젖었네.

두 폭 붙이 행주치마 콧물 받기 다 젖었네.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 소(沼) 이뤘네.

그것도 소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때 들어오네.

-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A]

[195-19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41)

지당(池塘)에 활수(活水)*이 드니 노는 고기 다 헤아리겠다

송음(松陰)에 청뢰(淸籟)*이 나니 금슬(琴瑟)*이 여기 있구나

앉아서 보고 듣거니 돌아갈 줄을 모르겠도다.       

                                       <제2수>

솔 아래 길을 내고 못 위에 대*를 쌓으니

풍월연하(風月烟霞)*는 좌우(左右)로 오는구나

이 사이에 한가히 앉아 늙는 줄을 모르겠구나.    

        <제3수>

집 뒤에 자차리* 뜯고 문 앞에 맑은 샘 길어

기장밥 닉게 짓고 산채갱(山菜羹)* 므로 삶아

조석(朝夕)게 풍미(風味)이 족(足)함도 내 분인가 하노라.

<제5수>

배 고프거든 버구렛* 밥 먹고 목 마르거든 바갯* 믈 마시니

이리하는 가온대 즐거오미 또 있겠느냐

남의외* 부운(浮雲)* 같은 부귀(富貴)이사 부러울 줄이 이시랴.

<제6수>

도원(桃源)이 잇다 하야도 네 듣고 못 봣더니

홍하(紅霞)*이 만동(滿洞)하니* 이 진짓 거기로다

이 몸이 또 엇더하뇨 무릉인(武陵人)인가 하노라.

<제14수>

- 김득연, 「산중잡곡(山中雜曲)」-

* 활수: 흐르는 물  * 청뢰: 맑은 바람 소리

* 금슬: 거문고와 비파를 아울러 이르는 말. * 대: 축대(築臺)

* 풍월연하: 바람, 달, 안개, 노을. 여기서는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뜻함.

* 자차리: 산나물의 일종으로 추정됨. * 산채갱: 산나물로 만든 국

* 버구렛: 바구니의 * 바갯: 바가지의   

* 남의외: 다른 사람의    * 부운: 뜬구름

* 홍하: 해 주위에 보이는 붉은 노을

* 만동하니: 골짜기 안에 가득 하니

195.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영탄을 통해 화자의 반성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②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③ 자문자답의 형식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④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다.

⑤ 직유법을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19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에는 [B]와 달리 화자가 본받고자 하는 자연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② [A]와 [B]는 모두 주변 경치를 묘사한 후, 그 속에 머물며 즐거워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③ [C]에는 [D]와 달리 화자의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이 드러나 있다.

④ [C]와 [D]는 모두 화자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그린 후, 그러한 삶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E]에는 화자가 처한 공간을 이상향에 견주어 그곳에서 살아가는 화   

  자 자신의 자긍심이 드러나 있다.

41) 2013.04.3.AB

[197-19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42)

197. 윗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감탄과 반성의 어조를 교차하여 복잡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② 상황을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나서 다양한 예들을 나열하고 있다.

③ 처음과 끝을 동일한 내용으로 상응시켜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④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확대해 가면서 심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⑤ 외부 세계와 내면을 대비해 가며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19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물음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며 사촌 동생의 결혼을 만류 하고 있다.

② ㉡ : 과장된 표현을 통해 며느리가 수행해야 하는 가사 노동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③ ㉢ : 시집 식구들을 일일이 지목하여 시집 식구들에 대한 화자의 생각  

  을 드러내고 있다.

④ ㉣ : 며느리가 감당해야 하는 제약을 제시해 며느리의 처지를 보여 주  

  고 있다.

⑤ ㉤ : 결혼 전후의 용모 변화를 자연물에 빗대어 시집살이의 고충을 토  

  로하고 있다.

42) 2013.06.3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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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져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가.

어와, 너로구나. 이내 사설 들어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임이 사랑함직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시매

나도 임을 믿어 딴 생각 전혀 없어

아양이며 교태며 어지럽게 하였던지

반기시는 낯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가.

                                                   - 정철, ｢속미인곡｣-

   명경(明鏡)에 틔 거던 갑주고 닷글 줄

   아희 어룬 업시 다 밋쳐 알건마
   갑 업시 닷글 명덕(明德)을 닷글 줄을 모다.

<제1수>

   성의관(誠意關)* 도라드러 팔덕문(八德門) 라보니

   크나큰 길이 넙고도 곳다마
   엇지타 진일 행인(盡日行人)이 오도가도 아닌 게오.

<제2수>

   구인산(九仞山)* 긴 솔 베혀 제세주(濟世舟)를 무어* 야

   길 닐흔 행인(行人)을 다 건려 엿더니

   사공도 무상(無狀)야* 모강두(暮江頭)*에 렷다.

<제3수>

- 박인로,「자경(自警)」-

* 성의관: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문.

* 구인산: 대덕(大德)으로 비유되는 높은 산.     * 무어: 만들어.

* 무상야: 변변치 못하여.                     * 모강두: 저무는 강가

보 기  

ㄱ.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ㄴ.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의식 변화가 나타나 있다.

ㄷ.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ㄹ. 대비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현실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다.

보 기     

[제목의 의미]

「자경(自警)」은 자기의 능력이 미치지 못함에 대한 자탄으로, 

개인의 수신(修身)을 강조함.

[작가의 창작 의도]

 자신을 반성할 줄 모르고 덕행을 멀리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유

교적 수양을 권함.

[단어의 의미]

 ◦팔덕문(八德門): 팔덕을 갖춘 문. ‘팔덕’은 유교의 윤리 강령.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정도(正道)를 의미함.

 ◦제세주(濟世舟): 세상을 구제할 배. 인간의 도리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작가의 포부가 담겨 있음.

매영(梅影)이 부드친 창(窓)에 옥인금차(玉人金釵)* 비겨신져

이삼(二三) 백발옹(白髮翁)은 거문고와 노로다

이윽고 잔 드러 권(勸)하랼제 달이 한 오르더라          <제1수>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이 향기(香氣) 노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期約)니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인가 노라           <제3수>

이 눈을 모라 산창(山窓)에 부딋치니

찬 기운(氣運) 여 드러 는 매화(梅花)를 침노(侵擄)허니

아무리 얼우려 허인들 봄이야 아슬소냐                    <제6수>

동각(東閣)에 숨운 치 척촉(躑躅)인가 두견화(杜鵑花)인가

건곤(乾坤)이 눈이여늘 졔 엇지 감히 퓌리

알괘라 백설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밧게 뉘 이시리       <제8수>

- 안민영, ｢매화사｣-
* 옥인금차 : 미인의 금비녀.

* 빙자옥질 :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과 옥같이 아름다운 성질.

* 아치고절 : 우아한 풍치와 높은 절개.             * 백설양춘 : 흰 눈이 날리는 이른 봄.

199. [A]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와 <보기> 모두 시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② [A]와 <보기> 모두 화자 자신의 문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제삼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③ [A]와 <보기> 모두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인물과의 만남을 계기로 하여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④ [A]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보기>에서는 공간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⑤ [A]에서는 반어적 표현을, <보기>에서는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200-20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43)

20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3) 2013.07.3.AB

20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1수>에서 ‘명덕’을 닦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 도리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② <제1수>에서 작가는 덕을 실천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

고 있다.

③ <제2수>에서 ‘크나큰 길’은 덕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인’이 만나

는 장애물을 의미한다.

④ <제3수>에서 ‘행인’을 건너게 하려는 화자를 통해 작가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

⑤ <제3수>에서 작가는 세상을 구제하고 싶은 포부에 비해 자신의 능

력이 부족함을 한탄하고 있다.

[202-2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44)

202.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② 대화의 형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③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④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애상감을 심화하고 있다.

⑤ 명령적 어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44) 2013.09.3.AB(B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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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으로 판매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 기     

 안민영의 ｢매화사｣에는 매화를 감상하는 여러 가지 태도가 나타나 

있다. 기본적으로 시흥(詩興)을 불러일으키는 자연물로서의 속성에 초

점을 맞춰 매화를 감상하는 태도가 바탕이된다. 여기에 당대의 이념

과 관련하여 매화에 규범적 가치를 부여하여 감상하는 태도, 매화에 

심미적으로 접근하여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태도, 매화의 흥취를 즐기

는 풍류적 태도 등이 덧붙여지기도 한다.

20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1수는 시적 화자를 둘러싼 상황을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② 제3수는 제1수와 달리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③ 제6수는 대상이 시련을 겪는 상황을 제시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④ 제8수는 다른 자연물과 대상의 비교를 통해 공통된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⑤ 제6수와 제8수는 의문의 형식을 통해 대상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20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거문고와 노’는 매화가 불러일으킨 시흥을 즐기기 위한 풍류적   

  요소이다.

② ‘잔 드러 권하랼제’는 고조된 흥취를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을 드러낸다.

③ ‘황혼월’은 매화를 심미적으로 감상할 때 매화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④ ‘아치고절’은 자연물인 매화에 부여된 심미적이면서도 규범적인 가치  

  이다.

⑤ ‘봄’은 매화를 당대 이념에 국한하여 감상해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시어이다.

[205-20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45)

205.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② 자신의 궁핍한 처지로 인한 좌절감이 표출되어 있다.

③ 예기치 않은 이별로 인한 서러운 심정이 나타나 있다.

④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이 드러나 있다.

⑤ 자신의 이념과 배치되는 현실에서 느끼는 실망감이 표출되어 있다.

45) 2013.11.3.AB(A3840)

206.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의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옵고’는 과장된 표현  

  을 통해 ‘님’과 이별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② (가)의 ‘저 물도 내 안 같아서’는 인간과 자연물의 동일시를 통해 화자  

  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③ (가)의 ‘밤길 가는구나’는 캄캄한 ‘밤’의 속성을 통해 화자의 암담한 심  

  정을 표현하고 있다.

④ (나)의 ‘홍안(紅顔)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묻혔느냐’는 시어의 대    

  비를 통해 화자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나)의 ‘잔(盞) 잡아 권(權)할 이 없느니’는 각박한 세태의 제시를 통해  

  속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207. (다)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다)와 <보기>는 동일한 음보율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군.

② (다)는 <보기>와 달리 이질적 공간을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군.

③ (다)에서는 침울한 분위기를, <보기>에서는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군.

④ (다)의 ‘석양’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배경으로, <보기>의 ‘석양’은  

  경치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기능하고 있군.

⑤ (다)는 화자가 혼잣말을 하는 방식으로, <보기>는 화자가 청자에게 말  

  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군.

레 전 드 스 터 디  닷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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