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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

(가) 
무정히 서 있 바위 유정하여 보이다
최령(最靈) 오인(吾人)*도 직립불의(直立不倚)* 어렵건

만 
오랜 세월 곧게 선 자태 고칠 적이 업다 

<제1수>
강가에 우뚝 서니 쳐다볼수록 더욱 놉다 
바람 서리에 불변니 뚫을수록 더욱 굳다
사람도 이 바위 같으면 대장부인가 노라

<제2수>
말 한마디 업슨 바위 사귈 일도 업건만은 
고모진태(古貌眞態)* 벗 삼아 안시니
세상에 이익되는 세 벗을 사귈 줄 모노라 

<제3수>
탁연직립(卓然直立)*니 본받음 직다마는
구 깁 골짜기에 알 이 있어 오랴
이제나 광야에 옮겨 모두 보게 여라 

<제5수>
세정(世情)이 하 수상니 나 본 반길넌가
왕기순인(枉己循人)*야 내 어 옮아가리오
산 됴코 물 됴 골에 삼긴 대로 늘그리라

<제6수>
- 박인로, ｢ 입암이십구곡 ｣ -

* 최령 오인 : 가장 신령스런 우리. 
* 직립불의 : 꼿꼿이 섬.
* 고모진태 : 옛 모습대로의 참된 자태. 
* 탁연직립 : 빼어나 곧게 섬.
* 왕기순인 : 자기 몸을 굽혀 남을 좇음. 

(나)
우리 집엔 웃어른이 아니 계시다. 나는 때로 거만스러워진

다. 오직 하나 나보다 나이 더 높은 것은, 아버님께서 쓰시
던 연적이 있을 뿐이다. 저것이 아버님께서 쓰시던 것이거니 
하고 고요한 자리에서 쳐다보면 말로만 들은, 글씨를 좋아하
셨다는 아버님의 풍의(風儀)*가 참먹 향기와 함께 자리에 풍
기는 듯하다. 옷깃을 여미고 입정(入定)*을 맛보는 것은 아
버님이 손수 주시는 교훈이나 다름없다.

얼마 동안이었는진 모르나 아버님과 한때 풍상(風霜)을 
같이 받은 유품이다. 그 몸이 어느 땅 흙에 묻힐지 기약 없
는 망명객의 생활, 생각하면, 바다도 얼어 파도 소리조차 적
막하던 블라디보스토크의 겨울밤, 흉중엔 무한한(無限恨)인 
채 임종하시고 만 아버님의 머리맡에는 몇 자루의 붓과 함
께 저 연적이 놓였던 것은 어렸을 때 본 것이지만 조금도 
몽롱한 기억은 아니다. 네 아버지 쓰던 것으로 이것 하나라
고, 외조모님이 허리춤에 넣고 다니시면서 내가 크기를 기다
리시던 것이 이 연적이다. 분원 사기 살이 담청인데 선홍 반
점이 찍힌 천도형의 연적이다. 

고인과 고락을 같이한 것이 어찌 내 선친의 한 개 문방구
뿐이리오. 나는 차츰 모든 옛사람들 물건을 존경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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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휘트먼의 노래에 “오 아름다운 여인이여 늙은 여인이
여!” 한 구절이 가끔 떠오르거니와 찻종 하나, 술병 하나라
도 그 모서리가 트고, 금간 데마다 배이고 번진 옛사람들의 
생활의 때는 늙은 여인의 주름살보다는 오히려 황혼과 같은 
아름다운 색조가 떠오르는 것이다. 

(중략)
시대가 오래다 해서만 귀하고, 기력과 정력이 들었다 해서

만 완상할 것은 못 된다. 옛 물건의 옛 물건다운 것은 그 옛
사람들과 함께 생활한 자취를 지녔음에 그 덕윤(德潤)이 있
는 것이다. 외국의 공예품들은 너무 지교(至巧)해서 손톱 자
리나 가는 금 하나만 나더라도 벌써 병신이 된다. 비단옷을 
입고 수족이 험한 사람처럼 생활의 자취가 남을수록 보기 
싫어진다. 그러나 우리 조선 시대의 공예품들은 워낙이 순박
하게 타고나서 손때나 음식물에 절수록 아름다워진다. 도자
기만 그렇지 않다. 목공품 모든 것이 그렇다. 목침, 나막신, 
반상, 모두 생활 속에 들어와 사용자의 손때가 묻을수록 자
꾸 아름다워지고 서적도, 요즘 양본들은 새것을 사면 그날부
터 더러워만 지고 보기 싫어지는 운명뿐이나 조선 책들은 
어느 정도로 손때에 절어야만 표지도 윤택해지고 책장도 부
드럽게 넘어간다. 수일 전에 우연히 대혜보각사의 ｢ 서장(書
狀) ｣을 얻었다. 4백여 년 전인 가정년간(嘉靖年間)의 판으
로 마침 내가 가장 숭앙하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보던 책이
다. 그의 장인(藏印)이 남고 그의 친적(親蹟)인진 모르나 전
권에 토가 달리고 군데군데 주역이 붙어있다. ｢서장(書狀) ｣
은 워낙 난해서로 한 줄을 제대로 음미할 수 없지마는 한참 
들여다보아야 책제가 떠오르는 태고연한 표지라든지, 장을 
번지며 선인들의 정독한 자취를 보는 것이나 또 일획 일자
를 써서 사란(絲欄)*을 쳐 가며 칼을 갈아 가며 새기기를 몇 
달 혹은 몇 해를 해서 비로소 이 한 권 책이 되었을 것인가 
생각하면 인쇄의 덕으로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버릇없이 된 
글, 안된 글을 함부로 박아 돌리는 것인가 하는, 일종의 참
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고완 취미를 부자나 은자의 도일(度日)*거리로만 보는 것
은 속단이다. 금력으로 수집욕을 채우는 것은 오락에 불과한 
것이요, 또 제 눈이 불급하는 것을 너무 탐내는 것도 허영이
다. 직업적이어선 취미도 아니려니와 본대 상심낙사(賞心樂
事)*란 무위와 허욕과 더불어서는 경지를 같이하지 않을 것
이라 생각한다. 

- 이태준, ｢ 고완 ｣ -
* 풍의 : 드러나 보이는 모습.
* 입정 : 한마음으로 흐트러짐 없는 상태로 들어감.
* 사란 : 여러 개의 금을 그어 ‘井’ 자 모양으로 된 각각의 칸살.
* 도일 : 세월을 보냄. 
* 상심낙사 : 완상하는 마음과 즐거운 일.

2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①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이 나타나 있다.

② 세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③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

④ 초월적 세계에 대한 지향 의식이 나타나 있다.

⑤ 부재하는 대상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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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기>와 관련지어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1수에서는 바위를 인간보다 우월한 특성을 지닌 인격체로 

제시하고 있군. 

② 제2수에서는 바위의 높고 불변하는 속성을 예찬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군.

③ 제3수에서는 진실한 품성을 지닌 바위를 벗으로 삼고자 하는 

의식을 나타내고 있군.

④ 제5수에서는 바위를 본받을 만한 특성을 지닌 대상으로 인식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⑤ 제6수에서는 바위의 속성에 산과 물의 속성을 더해 세속을 이

상적 공간으로 정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23. (나)의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연적’을 보며 옷깃을 여미게 된 것은, 아버님이 주신 교훈을 

떠올릴 수 있는 대상물로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② ‘찻종 하나, 술병 하나’의 금간 데에서 아름다운 색조를 떠올린 

것은, 옛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③ ‘외국의 공예품’을 꺼려 한 것은, 시간이 경과되어도 외형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생활의 자취를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

했기 때문이겠군.

④ ‘조선 시대의 공예품’이 사용할수록 아름다워진다고 여긴 것

은, 천성적인 순박함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⑤ ‘대혜보각사의 ｢ 서장 ｣’을 보며 소회를 느낀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여 책이 완성되는 과정을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제공 커뮤니티

레 전 드 스 터 디  닷 컴
http://LegendStudy.com

레전드스터디 닷컴 ‘페이스북’
www.facebook.com/LegendStudy

[38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

(가)

조선 시대에 자연을 노래한 시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

시가(四時歌)는 일반적으로 사계절의 순서에 따른 완상을 담은 노

래들을 뜻한다. 고려 중기 이후 사대부층 사이에서 자연에 대한 관

심이 점차 고조되었는데, 사시가는 이러한 관심과 중국 한시 및 고

려 한시의 영향 속에서 형성되었다.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점

에서 사시가는 1년을 열두 달로 나누어 각 달의 세시 풍속이나 정

서 등을 노래한 월령체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월령체가

는 주로 민요에서 나타나는 데 비해 사시가는 한시나 가사, 연시조

에서 주로 나타난다. 특히 각 연이 유기적으로 구성된 연시조는 사

시의 흐름을 담아내기에 적합했다.

일반적으로 사시는 사계절로 인식된다. 그러나 시간 인식의 기준

에 따라 사시는 한 달의 네 때인 삭(朔), 현(弦), 망(望), 회(晦)를 의

미할 수도 있고, 하루의 네 때인 아침, 낮, 저녁, 밤을 의미할 수도 

있다. 초기의 사시가는 주로 사계절을 나열하는 단조로운 시상 전

개를 보인다. 그러나 중기 이후의 사시가는 일 년 사시와 하루 사

시의 복합적인 구성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  즉 ‘[춘(아침→낮→

저녁→밤)]→[하(아침→낮→저녁→밤)]…’과 같이 일 년 사시의 흐름 

속에서 각 계절마다 하루의 사시를 모두 포함하거나, ‘[춘:아침]→

[하:낮]→[추:저녁]→[동:밤]’과 같이 일 년 사시와 하루 사시가 대응된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기도 하는 것이다.

시상 전개 양상이 단순하든 복합적이든 사시의 흐름은 순차성을 

띠면서도 의미상 겨울에서 봄으로, 밤에서 아침으로 이어지는 자연

의 순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작품에 따라 순환성이 표면에 부각되

기도 한다. 이러한 순환성에 대한 인식은 시간적 영원성에 대한 소

망, 즉 유한한 인간의 삶에서 무한을 추구하려는 소망을 반영한다

고 볼 수 있다. 시간적 영원성에 대한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장소

로서 인간은 이상향을 지향하게 되는데 사시가에서 자연은 이러한 

이상향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시가에서 나타나는 이상향으로서 자연의 모습은 당대의 현실

이나 작가의 삶과 관련되어 작품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즉 

속세와 단절되어 은자(隱者)로서의 삶을 누리는 공간으로 형상화되

기도 하고, 속세와 단절되지 않은 연장선상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향유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작가가 벼슬에서 은

퇴한 사대부이든 정치 흐름에서 도태되어 자연으로 돌아온 사대부

이든 향촌에서 농민과 함께하던 사족(士族)이든 자연을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공간으로 그렸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런 점에서 사

시가는 사시 순환의 질서 속에서 자연을 심미의 대상, 소박한 삶의 

공간, 노동의 삶이 드러나는 생활 공간 등으로 인지하고 그 속에 

자신의 생활을 합치시키고자 하는 ㉠ 사대부층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강호(江湖)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잇다

소정(小艇)에 그물 실어 흘리 띄워 던져 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해옴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맹사성,「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추(秋)> -

가령, 사시가 계열 연시조의 첫 작품인 위 시조의 경우 벼슬에

서 물러난 작가가 강호 자연에서 계절별로 느끼는 흥취와 여유로

움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자연은 유교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2) 2017년 4월 시행, 2017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려평가 38-42

< 보 기 >
조선 시대 시가에서 자연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자연은 세

속에서 벗어난 이상적 세계로 그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이 

본받을 만한 우월한 특성을 지닌 인격체로 그려지기도 한다. 그

리고 자연은 인간에게 예찬의 대상이 되거나 인간이 벗으로 삼

고자 하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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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하다

나 그물 깁고 아희 밧츨 가니

뒷 뫼 움이 튼 약초를 언 캐려 니　　　　　　　<1수>

삿갓에 도롱이 닙고 세우중(細雨中)에 호미 메고

산전(山田)을 흣매다가 녹음(綠陰)에 누어시니

목동이 우양(牛羊)을 모라다가 잠든 나를 깨우는구나       <2수>

대초볼 불근 골에 밤은 어이 드르며

벼 벤 그루터기에 게 어이 리고

술 닉쟈 체쟝 도라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3수>

뫼혀 새가 긋고 들 갈 이 없다

외로온 에 삿갓 쓴 져 ⓐ 늙은이

낙에 재미가 깁도다 눈 깁픈 줄 아가 　　　    　<4수>

 

 - 황희,「사시가(四時歌)」-

(다)

양파(陽坡)*에 풀이 기니 봄 빗치 느저 있다

소원(小園) 도화(桃花) 밤 비예 다 되거다

아야 쇼 됴히 먹여 논밭 갈게 야라 　　　　　　　<춘(春)2>

잔화(殘花) 다 딘 후의 녹음(綠陰)이 기퍼 간다

백일(白日) 고촌(孤村)에 낮의 소로다

아야 계면조 불러라 긴 조롬 오쟈 　　　　　　　<하(夏)1>

흰 이슬 서리 되니 을히 느저 잇다

긴 들 황운(黃雲)이  빛이 피었구나

아야 비 술 걸러라 추흥(秋興) 계워 노라       <추(秋)1>

북풍(北風)이 노피 부니 앞 뫼 눈이 딘다

모첨(茅簷) 찬 빗치 석양이 거에로다

아야 콩죽 니것냐 먹고 자려 로라 　　　      <동(冬)1>

이바 ⓑ 아아 새해 온다 즐겨 마라

헌한 세월(歲月)이 소년(少年) 앗아 가니라

우리도 새해 즐겨다가 이 백발이 되얏노라        <제석(除夕)1>

- 신계영,「전원사시가(田園四時歌)」-
* 양파(陽坡): 양지쪽 언덕.

38.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시의 순환성은 무한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② 유기적인 구조를 지닌 연시조는 사시의 흐름을 담아내기에 적합하다.

③ 사시가는 조선 시대 이전의 다른 문학 장르에서 영향을 받았다.

④ 사시가와 월령체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방식을 취한다.

⑤ 사시가는 열두 달의 세시 풍속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39. (나), (다)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부르는 말을 활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고조하고 있다.

②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 상승 이미지를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④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⑤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40. (가)를 바탕으로 (나), (다)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의 <1수>에서는 ‘봄’이라는 계절을 직접 명시하고 나머지 

수에서는 계절을 짐작하게 하는 시어를 사용하여 일 년의 사시

를 드러내고 있군.

② (나)에서 <1수>부터 <4수>에 걸쳐 일 년 사시만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 초기 사시가의 단조로운 시상 전개 방식을 엿볼 

수 있군.

③ (다)의 <하1>에서는 ‘녹음’과 ‘낮’을 통해 여름날 낮의 이미지

가 제시된 것으로 보아 일 년 사시와 하루 사시가 대응되어 있음을 

알 수 있군.

④ (다)의 <춘2>와 <동1> 각 수에서는 한 계절 안에 하루의 사

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복합적 시상 전개 방식을 

엿볼 수 있군.

⑤ (다)의 <제석1>에서는 ‘새해’가 옴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자연

의 순환성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41. ㉠에 주목하여 [A]와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

은 것은?

① [A]에서 ‘고기마다 살져 잇다’에는 풍요로운 자연에 대한 사대

부층의 만족감이 드러난다.

② [A]에서 ‘역군은(亦君恩)이샷다’에는 자연을 속세와 단절된 공

간으로 바라보는 사대부층의 인식이 드러난다.

③ (나)에서 ‘그물 깁고’, ‘산전을 흣매’는 모습에는 자연을 노동의 삶

이 드러나는 생활 공간으로 인지하는 사대부층의 관점이 나타난다.

④ (다)에서 ‘계면조 불러라 긴 조롬 오쟈’에는 자연에서 여유로

움을 느끼는 사대부층의 생각이 드러난다.

⑤ (다)에서 ‘비 술 걸러라’에는 흥취를 느끼는 공간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사대부층의 생각이 나타난다.

42.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와 ⓑ는 모두 화자와 상반된 태도를 취하는 대상이다.

② ⓐ와 ⓑ는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는 대상이다.

③ ⓐ와 ⓑ는 모두 화자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상황을 즐기고 있

는 대상이다.

④ ⓐ는 화자가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대상이고 ⓑ는 화자가 미

래를 예측하게 하는 대상이다.

⑤ ⓐ는 화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 주는 대상이고 ⓑ는 화자

에게 긍정적 인식을 심어 주는 대상이다.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제공 커뮤니티

레 전 드 스 터 디  닷 컴
http://LegendStud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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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3)

(가)

  유배(流配) 시가는 유배지로 가는 여정이나 유배지에서 느

끼고 경험한 바를 소재로 하여 창작된 시가들을 총칭한다. 유

배 시가는 고려 시대 정서의 ｢정과정곡(鄭瓜亭曲)｣을 시초로 

하여, 조선 시대에 들어와 시조나 가사 등의 다양한 문학 양

식으로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시조는 초 · 중 · 종 3장의 정형

화된 형식 안에 유배객의 삶과 정서를 간결하게 응축해서 전

달할 수 있었다. 한편 가사는 연속체(連續體)로, 길이의 조절

이 자유로웠기에 유배지에서의 삶과 정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었다.

  정치적 분쟁으로 인한 유배객이 많았던 조선 시대의 유

배 시가에는 정적(政敵)에 대한 원망, 결백의 호소, 정계 

복귀에 대한 소망 등이 주로 표현되었다. 또한 정치적 유

배객들은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을 드러내며 유배의 

고통 속에서도 유교 이념을 굳건히 지키는 태도를 보였

다. 조선 광해군 때, 윤선도가 이이첨의 횡포를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이이첨 일파의 모함을 받아 유배되어 쓴 

연시조 ｢견회요(遣懷謠)｣에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

다. 한편, 정치적 유배객들 중에는 현실에서 소외된 자신

의 처지를 달래기 위해 자연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탈

속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유배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잘못에 의한 경

우도 있다. 개인적 잘못으로 인한 유배객은 정적에 대해 

원망하거나 임금에게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자신의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과 후회, 유배

지에서의 고통스러운 삶과 사실적 체험을 서술하는 데 중

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정조 때, 안조원이 공무상의 

개인 비리로 유배되어 쓴 가사 ｢만언사(萬言詞)｣가 그러

하다.

(나)

 내 일 망녕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쏜가

 이 마음 어리기도 임 위한 탓이로세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          <제2수>

 ㉠ 추성(楸城) 진호루(鎭胡樓) 밧긔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므음 호리라 주야(晝夜)에 흐르는다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제3수>

 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제4수>

 어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긔 불효인가 여기노라      <제5수>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다)

 남방 염천(南方炎天)* 찌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

 땀이 배고 때가 올라 굴뚝 막은 덕석인가

 덥고 검기 다 바리고 내암새를 어이하리

 어와 내 일이야 가련히도 되었고나

3) 2017년 7월 시행, 2017학년도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43~45번

 손잡고 반기는 집 내 아니 가옵더니

 등 밀어 내치는 집 구차히 빌어 있어

 ㉢ 옥식 진찬(玉食珍饌) 어데 가고 맥반 염장(麥飯鹽藏)* 대하

오며

 금의 화복(錦衣華服) 어데 가고 현순백결(懸鶉百結) 하였는고

 이 몸이 살았는가 죽어서 귀신인가

 말하니 살았으나 모양은 귀신일다

 ㉣ 한숨 끝에 눈물 나고 눈물 끝에 한숨이라

 도로혀 생각하니 어이없어 웃음 난다

 이 모양이 무슴 일고 미친 사람 되었고나

 ㉤ 어와 보리가을 되었는가 전산 후산에 황금빛이로다

 남풍은 때때 불어 보리 물결 치는고나

 지게를 벗어 놓고 전간(田間)에 굽닐면서

 한가히 베는 농부 묻노라 저 농부야

 밥 우희 보리술을 몇 그릇 먹었느냐

 청풍에 취한 얼골 깨연들 무엇하리

 연년(年年)이 풍년 드니 해마다 보리 베어

 마당에 두드려서 방아에 쓸어 내어

 일분(一分)은 밥쌀 하고 일분(一分)은 술쌀 하여 

 밥 먹어 배부르고 술 먹어 취한 후에

 함포고복(含哺鼓腹)하여 격양가(擊壤歌)*를 부르나니

 농부의 저런 흥미 이런 줄 알았더면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를 힘쓸 것을

 백운(白雲)이 즐거운 줄 청운(靑雲)이 알았으면

 탐화봉접(探花蜂蝶)*이 그물에 걸렸으랴

 안조원, ｢만언사(萬言詞)｣ 

* 남방 염천 : 남쪽 지방의 몹시 더운 날씨.

* 맥반 염장 : 보리밥과 소금장.

* 격양가 : 풍년이 들어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기는 노래.

* 탐화봉접 : 꽃을 탐하는 벌과 나비.

43.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사는 길이의 조절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유배지에서의 삶과 정

서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② 유배 시가가 조선 시대에 처음 창작되어 당대에 전성기를 맞이

하게 된 것은 정치적 배경과 관련이 깊다.

③ 유배 시가는 유배객으로서의 일상과 유배지에서 보고 들은 바를 

왕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시가를 말한다.

④ 시조는 3장의 정형화된 형식을 따랐기 때문에 유배지에서의 정

서보다는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었다.

⑤ 정계에 복귀하고자 하는 유배객의 소망은 임금에 대한 충정보다

는 탈속적 세계에 대한 지향으로 표현되었다.

44.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② ㉡ :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③ ㉢ : 대조적 시어를 사용하여 현재의 궁핍한 삶을 부각하고 있다. 

④ ㉣ :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자신의 처지에서 느끼는 

한스러움을 부각하고 있다.

⑤ ㉤ :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 자신의 성과에 대한 만족감

을 강조하고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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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A]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의 ‘제3수’에는 자연에 은거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군.

② (나)의 ‘제5수’에는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이 효와 관련하여 

담겨 있군.

③ (다)의 ‘남방 염천 찌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에서, 유배지에

서 힘겨운 삶을 살았던 유배객의 사실적 체험이 나타나는군.

④ (다)의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를 힘쓸 것을’에서, 화자가 자신

의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⑤ (다)의 ‘탐화봉접이 그물에 걸렸으랴’에서 개인의 잘못에 의한 

유배를 그물에 걸린 것으로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군.

[22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4)

(가) 

삼월 삼짇날, 청명절 등에 부녀자들은 인근 산천을 찾아가 

화전을 만들어 먹으면서 가사를 낭송하며 하루를 즐겼다. 화전

가는 이때 지은 규방 가사로서 현장에서 창작되거나 집에 돌아

간 후 지어지기도 했다. 때로는 남편이 지어 준 글을 가져 오

거나 미리 지어 오기도 했다. 화전가는 문중에 소통되면서 문

답 형식의 화전가를 낳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사람들은 흥취

를 공유하거나 가문의 결속을 다지기도 했다. 화전가는 일반적

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을 보인다. 봄의 찬미, 화전놀이 공론과 

택일, 통문, 허락, 경비 추렴, 화전놀이 출발, 도착 후 화전놀

이, 재회의 기약, 이별, 귀가와 발문이 이어진다. 그중 화전놀

이의 내용으로는 ‘내칙’ 같은 교양물을 읊는 풍월 놀이, 부녀자

의 신세 한탄, 놀이에 대한 감흥 등을 들 수 있다. [A]는 화전

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방춘삼월 좋은 가절 군생지물 자랑하다 

생기로운 꽃다운 풀 푸릇푸릇 싹이 돋고

향기로운 두견화는 불긋불긋 송이 핀다 

버들막에 ㉠ 꾀꼬리는 벗을 찾아 날아들고

수풀 사이 노래하고 꽃나비 춤을 춘다 

때는 좋다 벗님네야 내 말씀 들어 보소

이와 같이 좋은 시절 엇지 그리 허송하랴 

               (중략)

일년일차 화전놀음 여자놀음 이뿐일세 

하루이틀 물림 받고 하로 물림 여흐리라

무정풍우 밤사이에 앗가울사 꽃이 지면 

꽃을 찾아 화전놀음 무슨 흥미 잇으리오

갑자을축 택일은 많으나 천기를 살펴보니 

일구풍화 오늘같이 대동대길 합당하다 

일반적으로 화전가에는 화전놀이를 통한 상춘(賞春)의 흥취

와 함께, 고달픈 삶을 살았던 여인들의 한스러운 심정과 현실

의 굴레에서 하루만이라도 벗어나고 싶어 했던 부녀자들의 염

원이 잘 드러나 있다. 한편 화전가 중에서 독특한 구성으로 주

목을 받는 ｢덴동어미 화전가｣는 ‘외부 이야기’ 안에 덴동어미의 

일생담이 담긴 ‘내부 이야기’가 포함된 액자식 구성을 띤다. 

‘외부 이야기’는 대체로 화전가의 일반적인 구성을 따르고, ‘내

부 이야기’는 상부(喪夫)와 개가(改嫁)를 반복하는 비극적인 삶

을 산 덴동어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4) 2017년 10월 시행, 2017학년도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22번~26번

(나) 

어떤 부인은 글 용해서 내칙 편을 외워내고

어떤 부인은 흥이 나서 칠월 편을 노래하고

어떤 부인은 목성 좋아 화전가를 잘도 보네

그중에도 덴동어미 멋나게도 잘도 놀아

춤도 추며 노래도 하니 웃음소리 낭자한데

그중에도 청춘과녀 눈물 콧물 꾀죄하다

한 부인이 이른 말이 좋은 풍경 좋은 놀음에

무슨 근심 대단해서 낙루한심 웬일이오

나건으로 눈물 닦고 내 사정을 들어보소

열네 살에 시집올 때 청실홍실 늘인 인정

원불상리 맹세하고 백 년이나 살잤더니

겨우 삼 년 동거하고 영결종천 이별하니

임은 겨우 십육이요 나는 겨우 십칠이라

선풍도골 우리 낭군 어느 때나 다시 볼꼬

방정맞고 가련하지 애고애고 답답하다

십육 세 요사 임뿐이요 십칠 세 과부 나뿐이지

삼사 년을 지냈으나 마음에는 안 죽었네

이웃 사람 지나가도 서방님이 오시는가

새소리만 귀에 오면 서방님이 말하는가

그 얼굴이 눈에 삼삼 그 말소리 귀에 쟁쟁

탐탐하면 우리 낭군 자나깨나 잊을쏜가

잠이나 잘 오면 꿈에나 만나지만

잠이 와야 꿈을 꾸지 꿈을 꿔야 임을 보지

간밤에야 꿈을 꾸니 정든 임을 잠깐 만나

만단정담을 다하쟀더니 일장설화를 채 못하여

㉡ 꾀꼬리 소리 깨달으니 임은 정녕 간 곳 없고

촛불만 경경불멸하니 아까 울던 저놈의 새가

자네는 듣고 좋다 하되 나와 백 년 원수로세

어디 가서 못 울어서 구태여 내 단잠 깨우는고

정정한 마음 둘 데 없어 이리저리 재던 차에

화전놀음이 좋다 하기에 심회를 조금 풀까 하고

자네를 따라 참여하니 촉처감창뿐이로세

보나니 족족 눈물이요 듣나니 족족 한심일세

천하 만물이 짝이 있건만 나는 어찌 짝이 없나

새소리 들어도 회심하고 꽃핀 걸 보아도 비창한데

애고 답답 내 팔자야 어찌하여야 좋을거나

가자 하니 말 아니요 아니 가고는 어찌할꼬

덴동어미 듣다가서 썩 나서며 하는 말이

가지 마오 가지 마오 제발 적선 가지 말게

팔자 한탄 없을까마는 가단 말이 웬 말이오

잘 만나도 내 팔자요 못 만나도 내 팔자지

백년해로도 내 팔자요 십칠 세 청상도 내 팔자요

팔자가 좋을 양이면 십칠 세에 청상될까

신명 도망* 못할지라 이내 말을 들어 보소

나도 본디 순흥 읍내 임 이방의 딸일러니

우리 부모 사랑하사 어리장고리장 키우다가 

열여섯에 시집가니 예천 읍내 그중 큰 집에

치행 차려 들어가니 장 이방의 집일러라

서방님을 잠깐 보니 준수비범 풍후하고

시부모님께 현알하니 사랑한 맘 거룩하데

그 이듬해 처가 오니 때마침 단오러라

삼백 장 높은 가지 추천을 뛰다가서

추천 줄이 떨어지며 공중에 메박으니

그만에 박살이라 이런 일이 또 있는가

- 작자 미상, ｢덴동어미 화전가 ｣ -
*신명 도망 : 운명이나 팔자로부터 도망을 침.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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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화전가의 내용이 여성들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남성들은 창작과 향유에서 배제되었군.

② 화전가에서는 특정한 계절의 풍속을 배경으로 화전놀이의 여러 

과정이 제시되었군.

③ 화전가는 화전놀이를 하기 전이나 화전놀이가 끝난 후에도 창작

이 가능했군.

④ 화전가는 문중에 소통되어 가문의 결속을 다지는 기능을 하기도 

했군.

⑤ 화전가는 화전놀이의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지어지기도 했군.

23. (가)의 [A]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4. (가)의 ㉠과 (나)의 ㉡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과 ㉡ 모두 화자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이다.

② ㉠과 ㉡ 모두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소재이다.

③ ㉠은 화자에게 감흥을 주는, ㉡은 화자에게 원망을 받는 소재이다.

④ ㉠은 화자의 달관적 태도를, ㉡은 화자의 체념적 태도를 드러낸 

소재이다.

⑤ ㉠은 과거에 대한 추억을 환기하고, ㉡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25. (나)의 [B] ~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B] :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 ‘영결종천 이별’에 대한 화자의 괴

로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② [C] : 대구를 활용하여 부재하는 ‘서방님’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

을 나타내고 있다.

③ [C] : 특정 시어를 반복하여 ‘우리 낭군’과 꿈속에서라도 만나기

를 소망하는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④ [D] :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전놀음’에 함께 참여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연민의 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D] : ‘천하 만물’과 자신의 처지를 대비하여 화자의 외로운 신

세를 토로하고 있다.

26.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인들이 ‘내칙 편을 외’고 ‘칠월 편을 노래하’는 풍월 놀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이야기에 화전놀이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② ‘청춘과녀’가 ‘한 부인’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

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이야기에 여성들의 한스러운 심정이 담

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③ ‘덴동어미’가 ‘이내 말을 들어 보소’라는 말을 한 후 자신의 이

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④ ‘덴동어미’가 ‘신명 도망 못할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 이야기에 나오는 경험에서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바꾸려는 

의지를 이끌어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⑤ ‘화전놀음이 좋다’며 ‘심회를 조금 풀까’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

에서, 외부 이야기에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당대 

부녀자들의 바람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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