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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지어 하늘에 높이 떠서 두 나래 훨씬 

펴고, 펄펄펄 백운 간(白雲間)에 높이 떠서 천리 강산 머나먼 길을 어

이 갈꼬 슬피 운다.

원산(遠山)은 첩첩(疊疊), 태산(泰山)은 주춤하여, 기암(奇巖)은 층층

(層層), 장송(長松)은 낙락(落落), 에이구부러져 광풍(狂風)에 흥을 겨

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암 절벽상(層巖絶壁上)의 폭포수(瀑布水)는 콸콸, 수정렴(水晶簾)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루루룩, 저 골 물이 쏼쏼, 열에 열 골 물이 

한데 합수(合水)하여 천방져 지방져 부풀어 오르고 평평해지고, 가지 

되고 방울 되어, 저 건너 병풍석(屛風石)으로 으르렁 콸콸 흐르는 물

결이 은옥(銀玉)같이 흩어지니, 소부 허유(巢父許由) 문답하던 기산 

영수(箕山潁水)*가 예 아니냐.

- ｢유산가(遊山歌)｣ -
* 기산 영수(箕山潁水):중국 요임금 때 소부와 허유가 명리(名利)를 피하여 은거한 곳.

(나)

산수간(山水間)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햐암*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제1수>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後)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럴* 줄이 있으랴            <제2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으실사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툴 이 없는 강산(江山)을 지키라 하시도다      <제5수>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分)으로 누웠느냐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하올 일이 없어라            <제6수>

- 윤선도, ｢만흥(漫興)｣ -
* 햐암:시골에 사는 견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 부럴:부러워할.

[A]

방초(芳草)를 밟아 보며 난초 영지도 뜯어보자

배 세워라 배 세워라

일엽편주(一葉片舟)*에 실은 것이 무엇인가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사와(於思臥)

㉠갈 때는 안개뿐이요 올 때는 달이로다

<춘(春) 7>

궂은 비 멎어 가고 시냇물이 맑아 온다

배 띄워라 배 띄워라

㉡낫대를 둘러메니 깊은 흥을 못 참겠다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사와(於思臥)

㉢연강첩장(煙江疊嶂)*은 뉘라서 그려낸고

<하(夏) 1>

옷 위에 서리 오되 추운 줄을 모르겠다

닻 내려라 닻 내려라

㉣조선(釣船)*이 좁다 하나 부세(浮世)*와 어떠한가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사와(於思臥)

㉤내일도 이리하고 모레도 이리하자

<추(秋) 9>

물가의 외로운 솔 혼자 어찌 씩씩한고

배 매어라 배 매어라

험한 구름 한(恨)치 마라 세상을 가리온다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사와(於思臥)

파랑셩(波浪聲)* 염(厭)치* 마라 진훤(塵喧)*을 막는도다

<동(冬) 8>

- 윤선도,「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일엽편주: 한 척의 작은 배.      *연강첩장: 안개 낀 강과 겹겹이 쌓인 산봉우리.

*조선: 낚싯배.                   *부세: 헛되고 덧없는 세상.

*파랑셩: 물결 소리.              *염치: 싫어하지.

*진훤: 속세의 시끄러움.

< 보 기 >

삼가 생각하건대 선비의 처세는 나아감에 있어 떳떳하지 못

해도 진정 아니 될 것이며 물러남에 있어 떳떳하지 못해도 진

정 아니 될 것입니다. 나아감엔 마땅히 이익을 탐한 것이 아닌

가 경계해야 할 것이며 물러남엔 마땅히 세상을 잊은 것이 아

닌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42-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

4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나)와 달리 자연물을 매개로 자아를 성찰하고 있다.

② (나)는 (가)와 달리 순차적인 계절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③ (가)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나)는 애상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자연에서 비롯된 화자의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의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42. (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대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만들어 내고 있다.

③ 비유적 표현으로 대상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④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⑤ 의성ㆍ의태어를 다채롭게 구사하여 생동감을 살리고 있다.

1) 2014년 3월 시행, 고3 모의고사 국어A 41~43 (2014학년도 3월 학력평가 A/B 공통)

43. <보기>의 관점에서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알맞게 먹’고 ‘슬카지 노니’는 것은, 물러난 ‘나’가 선택한 삶의 

방식으로 볼 수 있겠군. 

② ‘그 남은 여남은 일’은 이익을 탐하는 것으로 ‘나’가 경계하고자 하

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③ ‘성이 게으르’다는 것은 물러남에 있어 떳떳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④ ‘나’는 물러남으로 인해 ‘다툴 이’와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

군.

⑤ ‘임금 은혜’를 ‘갚고자’ 하는 태도는, ‘나’가 세상을 잊은 것이 아님

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

2) 2014년 4월 시행, 고3 모의고사 국어A 37~39 (2014학년도 4월 학력평가, A/B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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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의문형 어구를 반복하여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② 대상을 점층적으로 강조하여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③ 통사 구조가 유사한 구절을 대응시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조성하고 있다.

⑤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를 반복하여 심리 변화의 양상을 표현하

고 있다.

38. ㉠ ∼ ㉤을 중심으로 시적 상황을 추리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에서 화자가 친숙하게 대하는 소재인 ‘달’은 자연에 동화된 삶을 

드러내는군.

② ㉡에서 화자의 흥을 돋우는 ‘낫대’는 자연에서 느끼는 충만감을 고조

시키는군.

③ ㉢에서 ‘그려낸’ 것으로 여기는 ‘연강첩장’은 자신을 둘러싼 자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는군.

④ ㉣에서 ‘부세’와 대응하는 ‘조선’은 세속적 삶에 대한 화자의 미련을 

반영하는군.

⑤ ㉤에서 화자가 기대하는 ‘내일’과 ‘모레’에는 현재의 삶이 지속되기

를 바라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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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강호 한 꿈을 꾼 지도 오래러니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잊었도다

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도 하도 할샤

훌륭한 군자들아 낚대 하나 빌려스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 청풍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 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무심한 백구(白鷗)야 오라 하며 말라 하랴

다툴 이 없을 건 다만 이건가 여기노라

- 박인로, 「누항사(陋巷詞)」-

① <보기>는 [A]와 달리 현실 개혁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
내고 있다.

② [A]는 <보기>와 달리 현재의 삶에 순응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
다.

③ [A]의 ‘구름’은 <보기>의 ‘명월’과 달리 부정적 현실을 차단하는 
자연물로 기능하고 있다.

④ [A]는 ‘물가’와 ‘세상’의 대비를 통해, <보기>는 ‘강호’와 ‘풍
월 강산’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⑤ [A]와 <보기> 모두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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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3)

43.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설의적 표현으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③ 계절감을 주는 어휘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④ 직유법을 사용하여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⑤ 영탄적 표현으로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44. (가)～(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의 ‘네 홀로’에는 다른 꽃들과 대조되는 국화의 속성이 드러나 

있다.

② (나)에서는 밝은 달빛을 받는 ‘이화’에서 환기된 화자의 정서가 ‘자

규’를 통해 심화되고 있다.

③ (가)에서는 ‘동풍’이 불어오는 ‘삼월’이, (나)에서는 ‘은한’이 기우는 

‘삼경’이 화자가 대상과 이별하는 시간적 배경으로 제시되어 있다.

④ (가)의 ‘오상고절’에는 굳건한 절개가, (나)의 ‘다정’에는 애상적 정

서가 표현되어 있다.

⑤ (가)의 ‘너뿐인가 하노라’에는 대상을 예찬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

의 ‘잠 못 들어 하노라’에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3) 2014년 6월 시행, 고3 모의고사 국어A 43-45 (2015학년도 평가원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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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보기>를 참고할 때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최치원의 ｢촉규화｣는 삶의 현실이나 인식 태도를 사물에 투사하여 

그 사물과 자아의 동일성을 이룬 한문 서정시의 하나이다. 최치원

의 삶을 고려할 때, 그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출신상의 

한계로 인해 세상에 크게 쓰이지 못한 채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살

아야 할 때가 많았다. 최치원은 이 작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

하는 ‘화자’를 통해 이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촉규화’에 투사하여 

표현하고 있다.

① [A]에서 화자는 자신의 출신상의 한계와 탁월한 능력을 대비 하여 

말하고 있어.

② [B]에서 화자는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조만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는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어.

③ [C]에서 화자는 자신을 크게 써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평범한 이들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어.

④ [D]에서 화자는 자신의 출신과 처지에 대한 부끄러움과 한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어.

⑤ [A]에서는 ‘촉규화’의 외양 묘사를 통해, [D]에서는 ‘촉규화’의 내면 

서술을 통해 화자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어.

레전드스터디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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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4)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1수에서는 화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삶의 지향을 제시함으로써 주

제 의식을 환기한다.

② 제2수에 나타난 화자 자신에 대한 관심을 제3수에서는 사회로 확대

하면서 시상을 전개한다.

③ 제3수의 시적 대상을 제4수에서도 반복적으로 다룸으로써 주제 의

식을 강화한다.

④ 제4수와 제5수에서는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장면들을 배치하여 공

간의 입체감을 부각하며 시상을 심화한다.

⑤ 제6수에서는 화자의 인식을 점층적으로 드러내어 주제 의식을 집약

한다.

4) 2014년 6월 시행, 고3 모의고사 국어A 43-45 (2015학년도 평가원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A)



 고 전 시 가  모의고사 기출 문제 모음(2014-2015)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4 페이지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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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져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던가

     있으라 하더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情)은 나도 몰라 하노라   

-황진이-

(나) 임 이별 하올 적에 저는 나귀 한치 마소

     가노라 돌아설 때 저는 걸음 아니런들

     꽃 아래 눈물 적신 얼굴을 어찌 자세히 보리오

                                          -안민영- 

(다) 내게는 원수가 없어 개와 닭이 큰 원수로다

    벽사창 깊은 밤에 품에 들어 자는 님을 짧은 목 늘여서 홰홰 

쳐 울어 일어 가게 하고 적막 중문(重門)에 온 님을 물으락 나오

락 캉캉 짖어 도로 가게 하니

     아마도 유월유두 백종(百種) 전에 스러져 없이 하리라

   -박문욱-

<보 기>
  행궁견월상심색(行宮見月傷心色)*의 달만 비쳐도 님의 생각 

  춘풍도리화개야(春風桃李花開夜)*의 꽃만 피여도 님의 생각

  야우문령단장성(夜雨聞鈴斷腸聲)*의 비 죽죽 와도 님의 생각

  추절(秋節)가고 동절(冬節)이 오면 명사벽해(明沙碧海)를 바라보고 

  뚜루룰 낄룩 울고 가는 기러기 소리에도 님의 생각 

  앉어 생각 누어 생각 생각 끝일 날이 전혀 없어 

  모진 간장의 불이 탄들 어느 물로 이 불을 끌거나 

  아이고 아이고 내 일이야  

- 작자 미상,「춘향가」-

* 행궁견월상심색 : 행궁에서 달을 보니 사뭇 구슬픈 느낌이 듦.

* 춘풍도리화개야 : 복숭아꽃, 오얏꽃이 활짝 핀 봄의 으스름달밤.   

* 야우문령단장성 : 밤비에 울리는 풍경소리가 간장을 도려내는 듯함.

44. 윗글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연하’와 ‘풍월’은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자족감을 갖도록 하는 소

재이다.

② ‘순풍’과 어진 ‘인성’은 화자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을 알려주는 표지

이다.

③ ‘유란’과 ‘백운’은 화자가 심미적으로 완상하는 대상이다.

④ ‘갈매기’와 ‘교교백구’는 화자의 무심한 심정이 투영된 상징적 존재이다.

⑤ ‘화만산’과 ‘월만대’는 화자의 충만감을 자아내는 정경의 표상이다.

45.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그곳(부친에게 물려받은 별장)에는 씨 뿌려 식량을 마련할 만한 

밭이 있고, 누에를 쳐서 옷을 마련할 만한 뽕나무가 있고, 먹을 물

이 충분한 샘이 있고, 땔감을 마련할 수 있는 나무들이 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내 뜻에 흡족하기 때문에 그 집을 ‘사가(四可)’라고 이

름을 지은 것이다.

  녹봉이 많고 벼슬이 높아 위세를 부리는 자야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지만, 나같이 곤궁한 사람은 백에 하나도 가

능한 것이 없었는데 뜻밖에도 네 가지나 마음에 드는 것을 차지하

였으니 너무 분에 넘치는 것은 아닐까?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도 

나물국에서부터 시작하고, 천리를 가는 것도 문 앞에서 시작하니, 

모든 일은 점진적으로 되는 것이다.

  내가 이 집에 살면서 만일 전원의 즐거움을 얻게 되면, 세상일 

다 팽개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태평성세의 농사짓는 늙은이가 되리

라. 그리고 밭을 갈고 배[腹]를 두드리며 성군(聖君)의 가르침을 노

래하리라. 그 노래를 음악에 맞춰 부르며 세상을 산다면 무엇을 더 

바랄 게 있으랴.

- 이규보, ｢사가재기(四可齋記)｣ -

① 윗글과 <보기>는 모두 지배층의 핍박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선택한 

자연 은둔의 삶을 제시하고 있다.

② 윗글과 <보기>는 모두 불우한 처지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날 수 있으

리라는 낙관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③ 윗글과 <보기>는 모두 유교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한 개인으로서의 

소망을 이루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④ 윗글은 <보기>와 달리 삶의 물질적 여건이 마련된 후에야 자연의 즐

거움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⑤ 윗글은 속세에 있으면서 자연을 동경하는 인간을, <보기>는 자연에 

있으면서 속세를 그리워하는 인간을 형상화하고 있다.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5)

40.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② 세속적인 삶과 거리를 두고 있다.
 ③ 임과 함께 있고 싶은 소망을 담고 있다.
 ④ 이별로 인한 삶의 무상감이 나타나고 있다.
 ⑤ 힘든 상황을 낙천적인 자세로 극복하고 있다.

41.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의 ‘어져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던가’는 영탄과 설의

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회한을 나타내고 있다.
 ② (가)의 ‘제 구태여’는 행동의 주체를 중의적으로 표현하여 

화자의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가)의 ‘보내고 그리는 정(情)’은 화자의 행위와 심리를 대비

시켜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의 ‘저는 나귀 한치 마소’는 다리를 절며 느리게 걷는 

‘나귀’를 통해 임과 함께 있는 시간을 연장하고 싶은 화자의 심
정을 담아내고 있다.

 ⑤ (나)의 ‘꽃 아래 눈물 적신 얼굴’은 감정이입을 통해 화자의 
암담한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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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다)와 <보기>는 독백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
고 있군. 

 ② (다)와 <보기>는 유사한 구조를 지닌 문장을 반복하여 화자
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군.

 ③ (다)와 달리 <보기>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군.

 ④ <보기>와 달리 (다)는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
내고 있군.

 ⑤ <보기>와 달리 (다)의 의성어는 화자에게 원망의 감정을 불
러일으키고 있군.

5) 2014년 7월 시행, 고3 모의고사 국어A 40-42 (2015학년도 7월 고3 학력평가 국어A/B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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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 지겠습니까

 천 년을 ㉣외따로이 살아간들

 ㉤천 년을 외따로이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제 6연>

-작가 미상, 「정석가」-

 

(나)   임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위에 올라가 앉아 손을 이마에 

대고 오는가 가는가 건넌 산 바라보니 거머희뜩* 서있거늘 저

것이 임이로구나.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곰비임비* 임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 데 마른 데를 가

리지 말고 워렁퉁탕 건너가서 정말 하려 하고 곁눈으로 흘깃 

보니 작년 칠월 사픋날 껍질 벗긴 주추리 삼대*가 살뜰히도 

날 속였구나.

  모쳐라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나 낮이런들 남 웃길 뻔 하

였어라.

-작가 미상-

* 거머희뜩 : 검은빛과 흰빛이 뒤섞인 모양.

* 곰비임비 : 거듭거듭 앞뒤로 계속하여.

* 천방지방 : 몹시 급하게 허둥대는 모양.

* 삼대 : ‘삼’의 줄기.

<보 기>

 고려 시대에는 민간의 노래 가운데 풍속을 교화하는 데 적합하다

고 여겨지는 노래를 궁중의 악곡으로 편입시켰다. 궁중 연회에서 

사랑 노래가 많이 불린 것은 사랑 노래가 잔치 분위기와 잘 어울

리면서도 남녀 간의 사랑을 ⓐ군신 간의 충의로 그 의미를 확장하

여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간에서 널리 불린 「정석가」가 

궁중 연회의 노래로 정착된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보 기>

 사설시조에서의 해학성은 독자가 화자의 거리를 두되 관용의 시

선을 보내는 데서 발생한다. 화자가 착각, 실수, 급한 행동과 그로 

인한 낭패가 웃음을 유발하지만 독자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

는 화자의 행동 이면에 있는 절실함, 진지함, 진솔함, 애틋함, 간절

함을 느끼면서 화자와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6)

4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나)에 비해 시간과 공간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② (나)는 (가)에 비해 설의적 표현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③ (가)와 (나) 모두 대조와 연쇄를 통해 생동감을 드러낸다.

④ (가)와 (나) 모두 격정적 어조를 통해 고요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⑤ (가)는 상황의 가정에서, (나)는 행동의 묘사에서 과장이 드러난다.

44. ㉠~㉤ 중 <보기>의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6) 2014년 9월 시행, 고3 모의고사 국어A 43-45 (2015학년도 평가원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A)

45. <보기>를 참고할 때,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화자가 ‘저녁밥’을 짓다가 ‘임’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혼잣말 하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을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절실함을 공감한다.

② 화자가 ‘임’이라 여긴 ‘거마화뜩’한 것을 향해 ‘워렁퉁탕’ 건너가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절실함을 공감한다.

③ 화자가 집 안 마당에서 서성대며 ‘건넌 산’을 느긋하게 바라보는 모  

 습에서 독자는 웃음을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애틋함을 공감한다.

④ 화자가 처음 보는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임’을 원망하는 모습   

에서 독자는 웃음을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간절함을 수용한다.

➄ 화자가 ‘임’이 오지 못하게 된 이유를 ‘밤’탓으로 돌리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진지함을 수용한다.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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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 십이루(十二樓) 어디매오

오색운(五色雲) 깊은 곳에 자청전(紫淸殿)이 가렸으니

천문 ㉠구만 리(九萬里)를 꿈이라도 갈동 말동

차라리 싀어지어 억만(億萬) 번 변화(變化)하여

남산(南山) 늦은 봄에 두견(杜鵑)의 넋이 되어

이화(梨花) 가지 위에 밤낮을 못 울거든

삼청동리(三淸洞裡)*에 저문 하늘 ㉡구름 되어

㉢바람에 흘리 날아 자미궁(紫微宮)에 날아올라

옥황(玉皇) 향안 전(香案前)의 지척(咫尺)에 나아 앉아

[흉중(胸中)에 쌓인 말씀 쓸커시 사뢰리라] ………………… [B]

어와 이 내 몸이 천지간(天地間)에 늦게 나니

황하수(黃河水) 맑다마는

㉣초객(楚客)*의 후신(後身)인가 상심(傷心)도 끝이 없고

가 태부(賈太傅)*의 넋이런가 한숨은 무슨 일고

형강(荊江)은 고향(故鄕)이라 십 년(十\年)을 유락(流落)하니

㉤백구(白鷗)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더니

어루는 듯 괴는 듯 남의 없는 임을 만나

금화성(金華省) 백옥당(白玉堂)의 꿈이조차 향기롭다

오색(五色)실 이음 짧아 임의 옷을 못 하여도

바다 같은 임의 은(恩)을 추호(秋毫)나 갚으리라

[백옥(白玉) 같은 이 내 마음 임 위하여 지키더니] ……… [C]

장안(長安) 어젯밤에 무서리 섞여 치니

[일모 수죽(日暮脩竹)*에 취수(翠袖)도 냉박(冷薄)할사*]… [D]

[유란(幽蘭)을 꺾어 쥐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 [E] 

약수(弱水) 가려진 데 구름 길이 험하구나

- 조위, ｢만분가(萬憤歌)｣-
* 삼청동리 : 신선이 사는 동네 안.

* 초객 : 초나라의 시인 굴원.

* 가 태부 : 한나라의 태부 가의.

* 일모 수죽 : 해 질 녘 긴 대나무.

* 취수도 냉박할사 : 푸른 옷소매도 차디차구나.

  

[A]  

<보 기 1>

「만분가」는 유배를 간 작가가 천상의 옥황에게 호소하는 형식으

로 연군의 마음을 표현한 유배 가사의 효시이며 이후 여러 작춤에 

영향을 주었다. 가사 문학의 대표작인 「속미인곡」 역시 탄핵을 

받아 조정에서 물러나게 된 작가가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만분

가」의 형식을 계승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보 기 2>

모첨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 [가]

반벽청등은 눌 위하여 밝았는고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바장이니

저근덧 역진하여 풋잠이 잠깐 드니

정성이 지국하여 꿈에 임을 보니

옥 같은 얼굴이 반이 넘게 늙으셨네 ………………………… [나]

마음에 먹은 말씀 슬카장 삶자 하니 ………………………… [다]

눈물이 바라 나니 말씀인들 어이 하며

정을 못 다하여 목이조차 메었으니

방정맞은 계성에 잠은 어찌 깨었는고

어와 허사로다 이 임이 어디 간고

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 [라]

어여쁜 그림자 날 쫓을 뿐이로다

차라리 싀어지어 낙월이나 되어 있어 ……………………… [마]

임 계신 창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정철, 「속미인곡」-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7)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➀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② 반어적 표현을 반복하여 상대방을 희화화하고 있다.

③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

➃ 풍자적 기법을 활용하여 교훈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➄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경물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44.㉠~㉤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 화자와 대상 사이의 거리

② ㉡: 화자와 대상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

③ ㉢: 화자와 대상의 만남을 도와주는 매개

➃ ㉣: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존재 

➄ ㉤: 화자가 교감을 나누는 존재

7) 2014년 9월 시행, 고3 모의고사 국어B 43-45 (2015학년도 평가원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B)

45. <보기1>을 참고하여 윗글과 <보기2>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A]와 [마]에는 죽어서 다른 존재가 되어서라도 자신의 소망을 이루

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② [B]와 [다]에는 마음에 담아 둔 말을 실컷 전하고 싶어 하는 화자의 

바람이 담겨 있다.

③ [C]와 [나]에는 임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옥처럼 순수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➃ [D]와 [가]에는 임금과 떨어져 있는 고독한 시·공간에서 느끼는 화

자의 쓸쓸함이 담겨 있다.

➄ [E]와 [라]에는 먼 곳에 있는 임금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이 담겨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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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즐거움이 있으니 가난해도 오히려 괜찮고

 한가로움이 많으니 병이 있어도 또한 괜찮아라  

 향불을 사르다 보니 내리던 봄비 가늘어지고

 시구 찾다 보니 어느새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

 골목이 외져 길은 이끼로 덮였고

 창문이 없어 대나무로 울타리를 삼았네

 명예와 이익을 따르는 저 사람들 우스워라

 세월이 다하도록 바쁘게 달리기만 하네

                            - 김효일, ｢ 만흥 ｣ -

봄날이 더디 흘러 뻐꾸기가 보채거늘

㉠동편 이웃에 따비* 얻고 서편 이웃에 호미 얻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어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팥은 서너 되 심었거늘

한아한* 식구(食口) 이리하여 어이 살리

이봐 아이들아 아무려나 힘써 일하라

죽 쑨 물 상전 먹고 건더기 건져 종을 주니

눈 위에 바늘 젓고 코로 휘파람 분다

올벼는 한 발 뜯고 조 팥은 다 묵히니

싸리피 바랑이*는 나기도 싫지 않던가

나라 빚과 이자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부역과 세금은 어찌하여 차려낼꼬

㉢이리저리 생각해도 견딜 가능성이 전혀 없다

장초(萇楚)의 무지(無知)*를 부러워하나 어찌하리

시절이 풍년인들 지어미 배부르며

겨울을 덥다 한들 몸을 어이 가릴고

베틀 북도 쓸데없어 빈 벽에 걸려 있고

시루 솥도 버려두니 붉은 녹이 다 끼었다

㉣세시(歲時) 절기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 올리며

친척들과 손님들은 어이하야 접대(接待)할꼬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 많고 많다

이 원수 궁귀(窮鬼)*를 어이하야 여의려뇨

술에 음식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餞送)하여

좋은 날 좋은 때에 사방(四方)으로 가라 하니

추추분분(啾啾憤憤)*하야 화를 내어 이른 말이

㉤어려서 지금까지 희로우락(喜怒憂樂)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읠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타이르듯 꾸짖는 듯 온 가지로 공혁(恐嚇)*커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無情)한 세상(世上)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신의 있어 나를 아니 버리거든

억지로 피하여 잔꾀로 여읠려냐

하늘이 만든 이 내 궁(窮)을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貧賤)도 내 분(分)이어니 설워 무엇하리

-정훈, ｢탄궁가｣ -
*따비:풀뿌리를 뽑거나 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

*한아한:춥고 굶주린.    *싸리피 바랑이:둘 모두 잡초의 일종.

*장초의 무지:시경의 한 구절로, ‘진펄에 난 장초나무 가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

남’을 뜻함.

*궁귀:가난 귀신.    *추추분분:시끄럽게 떠들며 화를 냄.    *공혁:을러대어 꾸짖음.

[39-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8)

3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대구의 방식으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색채 대비를 통해 화자의 긍지를 나타내고 있다.

③ 여음과 후렴구를 사용하여 운율감을 자아내고 있다.

④ 대립적 공간을 설정하여 이상 세계를 보여 주고 있다.

⑤ 영탄법을 활용하여 절대자에 대한 귀의를 다짐하고 있다.

8) 2014년 10월 시행, 고3 모의고사 국어A 39-41 (2014학년도 10월 고3 학력평가 국어A)

40.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농사를 준비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② ㉡ : 화자가 처한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③ ㉢ :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 있다.

④ ㉣ : 자신의 도리를 다할 수 없다는 화자의 탄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 : 화자의 궁핍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41.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윗글과 <보기>의 화자는 모두 계절의 순환을 통해 교훈을 얻고 있군.

② 윗글과 <보기>의 화자는 모두 불우한 처지에서 자연을 동경하고 있군.

③ 윗글과 <보기>의 화자는 모두 자신의 과거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고 

있군.

④ 윗글의 화자는 <보기>의 화자와 달리 타인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비난

하고 있군.

⑤ 윗글의 화자는 <보기>의 화자와 달리 다른 대상과 대화하는 형식을 

통해 가난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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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으로 판매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보 기 >

이현보는 만년에 혼탁한 정계(政界)에 싫증을 느껴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와 여생을 보냈다. 그는 자연을 즐기며 시작

(詩作)에 힘썼으며, 고려 때부터 전해지던 「어부가」를 「어부 단

가」로 개작하기도 하였다. 이현보는 이 작품을 통하여 유유자적하

는 삶과 우국의 심정을 형상화하였다.

이 듕에 시름업스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애 워두고

인세(人世)를 다 니젯거니 날 가 주를 알랴 

<제1수>

구버 천심녹수(千尋綠水) 도라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십장홍진(十丈紅塵)이 언매나 롓고

강호(江湖)애 월백(月白)거든 더옥 무심(無心)얘라 

<제2수>

청하(靑荷)*애 바 고 녹류(綠柳)에 고기 여

노적화총(蘆荻花叢)*에  야두고

일반청의미(一般淸意味)*를 어 부니 아실가 

<제3수>

산두(山頭)에 한운(閑雲)이 기(起)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

ㅣ비(飛)이라

무심(無心)코 다정(多情)니 이 두 거시로다

일생(一生)애 시르믈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 

<제4수>

장안(長安)을 도라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 니즌 스치 이시랴

두어라 내 시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업스랴 

<제5수>

- 이현보, ｢어부 단가｣ -
*청하:푸른 연잎.                          *노적화총:갈대와 물억새의 덤불.

*일반청의미:자연으로 인해 순수해진 내면.  *어주:낚시질할 때 쓰는 조그만 배.

*제세현:나라를 구제할 현명한 선비.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9)

43.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구의 방식을 통해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② 영탄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공간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④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⑤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9) 2014년 10월 시행, 고3 모의고사 국어B 43-45 (2014학년도 10월 고3 학력평가 국어B)

4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어부의 생애’는 귀향 후의 유유자적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② ‘십장홍진’은 혼탁한 정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③ ‘한운’과 ‘백구’는 작가가 즐기는 자연으로 볼 수 있겠군.

④ ‘니즌 스치 이시랴’는 사직한 후에도 우국의 심정을 지녔음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⑤ ‘내 시’은 시작(詩作)에 따르는 괴로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45. 윗글의 ㉠과 <보기>의 ㉮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믉의 외로온 솔 혼자 어이 싁싁고
   여라  여라
 ㉮ 머흔 구름 (恨)티 마라 셰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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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선도, ｢ 어부사시사 ｣ -

*파랑셩 : 물결 소리. *딘훤 : 속세의 시끄러움.

① ㉠과 ㉮는 모두 역동적인 느낌을 강화하고 있다.  
② ㉠과 ㉮는 모두 화자가 도달해야 할 도덕적 가치를 상징하고 

있다. 
③ ㉠과 ㉮는 모두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공간을 차단하

고 있다.
④ ㉠은 감흥을 자아내고 있고, ㉮는 향수를 유발하고 있다.
⑤ ㉠은 공간적 배경을, ㉮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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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간에 어느 일이 남들에겐 서러운가

아마도 서러운 건 임 그리워 서럽도다

양대에 구름비는 내린지 몇 해인가

반쪽 거울 녹이 슬어 티끌 속에 묻혀 있다

청조(靑鳥)도 아니 오고 백안도 그쳤으니

소식도 못 듣거늘 임의 모습 보겠는가

㉠화조월석(花朝月夕)에 울며 그리워할 뿐이로다

그리워해도 못 보기에 그리워하지도 말리라 여겨

나도 장부(丈夫)로서 모진 마음 지어 내어

이제나 잊자 한들 눈에 절로 밟히거늘 설워 아니 그리워할쏘냐

㉡그리워해도 못 보니 하루가 삼 년 같도다

원수(怨讐)가 원수 아니라 못 잊는 게 원수로다

사택망처(徙宅忘妻)는 그 어떤 사람인고

그 있는 곳 알고자 진초(秦楚)*엔들 아니 가랴

무심하고 쉽게 잊기 배워나 보고 싶구나

어리석은 분수에 무슨 재주가 있을까마는

임 향한 총명*이야 사광(師曠)*인들 미친쏘냐

총명도 병이 되어 날이 갈수록 짙어 가니

㉢먹던 밥 덜 먹히고 자던 잠 덜 자인다

수척한 얼굴이 시름 겨워 검어 가니

취한 듯 흐릿한 듯 청심원 소합환 먹어도 효험 없다

고황에 든 병을 편작인들 고칠쏘냐

목숨이 중한지라 못 죽고 살고 있노라

㉣처음 인연 맺을 적에 이리되자 맺었던가

비익조(比翼鳥) 부부 되어 연리지(連理枝) 수풀 아래

나무 얽어 집을 짓고 나무 열매 먹을망정

이승 동안은 하루도 이별 세상 안 보기를 원했건만

동과 서에 따로 살며 그리워하다 다 늙었다

예로부터 이른 말이 견우직녀를

천상의 인간 중에 불쌍하다 하건마는

그래도 저희는 한 해에 한 번을 해마다 보건마는

㉤ 애달프구나 우리는 몇 은하가 가려서 이토록 못 보는고

-박인로, 「상사곡」-

* 진초: 진나라, 초나라 지역. 매우 먼 곳을 말 함.

* 총명: 듣거나 본 것을 오래 기억하는 힘이 있음.

[45-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0)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② 풍자의 기법으로, 떠나간 임에 대한 서운함을 나타내고 있다.

③ 언어유희를 통해, 이별의 현실을 수용하는 담담한 태도를 드러내

고 있다.

④ 의태어를 나열하여,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➄ 반어적 표현으로, 임에 대한 애정이 식어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

움을 표현하고 있다.

10) 2014년 11월 시행, 수능 국어A 43-45 (2015학년도 수능 국어A 고전시가)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은 꽃피는 아침과 달 밝은 밤, 즉 경치가 좋은 시절을 뜻하는 

‘화조월석’이라는 시어를 통해 임과 함께 좋은 때를 누리지 못하는 

서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② ㉡은 짧은 동안을 나타내는 ‘하루’와 긴 시간을 나타내는 ‘삼 년’

이라는 시어의 대비를 통해 임을 기다리는 간절한 정서를 표출하

고 있다.

③ ㉢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인 ‘밥’과 ‘잠’이라는 

시어를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고통을 나타내고 있다.

④ ㉣은 인연을 맺었던 때를 가리키는 ‘처음’과 현재의 상황을 나타

내는 ‘이리되자’라는 시어를 통해 임과의 예정된 이별에 대한 안타

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➄ ㉤은 임과의 만남을 가로막은 존재를 나타내는 ‘은하’라는 시어

를 통해 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슬픔을 표현하

고 있다.

45. <보기>는 윗글에서 사용한 고사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

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를 활용한 것은, ‘청조’가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화자와 임 사이에 소식이 끊겼음을 말하려는 것이군.

② ⓑ를 활용한 것은, ‘사택망처’한 이가 차라리 부러울 정도로 화

자가 임을 잊기 어려워하고 있음을 말하려는 것이군.

③ ⓒ를 활용한 것은, 화자가 임에 대한 기억을 떨쳐 낼 수 없음을 

‘사광’의 기억력에 견주어 말하려는 것이군.

④ ⓓ를 활용한 것은,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편작’마저 고칠 

수 없는 병처럼 매우 깊음을 말하려는 것이군.

➄ ⓔ를 활용한 것은, 화자와 임이 이별하더라도 결국에는 ‘비익조’

처럼 재회할 운명임을 말하려는 것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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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나)

 얼마 후 검은 안개가 몰려오더니 서쪽에서 동쪽으로 산등성이를 휘감았

다. 나는 괴이하게 여겼지만, 이곳에까지 와서 한라산의 진면목을 보지 못

한다면 이는 바로 산을 쌓는 데 아홉 길의 흙을 쌓고도 한 삼태기의 흙을 

얹지 못해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섬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을 굳게 먹고 곧장 수백 보를 전진해 북쪽 가의 오목한곳에 당도하여 

굽어보니, 상봉이 여기에 이르러 갑자기 가운데가 터져 구덩이를 이루었는

데 이것이 바로 백록담이었다. 주위가 1 리 남짓하고 수면이 담담한데 반

은 물이고 반은 얼음이었다. 홍수나 가뭄에도 물이 줄거나 불지 않는데, 

얕은 곳은 무릎에, 깊은 곳은 허리에 찼으며 맑고 깨끗하여 조금의 먼지기

운도 없으니 은연히 신선이 사는 듯하였다. 사방을 둘러싼 봉우리들도 높

고 낮음이 모두 균등하니 참으로 천부의 성광이었다.

 석벽에 매달려 백록담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털썩 주저앉아 잠깐 

휴식을 취했다. 일행은 모두 지쳐서 남은 힘이 없었지만 서쪽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최고봉이었으므로 조심스럽게 조금씩 올라갔다. 그러나 따라오는 

자는 겨우 세 명 뿐이었다.

최고봉은 평평하게 퍼지고 넓어서 그리 아찔해 보이지는 않았으나, 위

로는 별자리에 닿을 듯하고 아래로는 세상을 굽어보며, 좌로는 부상(扶

桑)*을 돌아보고 우로는 서쪽 바다를 접했으며, 남으로는 소주와 항주를 

가리키고 북으로는 내륙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리고 옹기종기 널려 

있는 섬들이 큰 것은 구름 조각 같고 작은 것은 달걀 같아 놀랍고 괴이

한 것들이 천태만상이었다.

『맹자』의 “바다를 본 자에게는 다른 물이 물로 보이지 않으며 태산에 

오르며 천하가 작게 보인다.”라는 말에 담긴 성현의 역량을 이로써 가히 

상상할 수 있다. 또 소동파에게 당시에 이 산을 먼저 보게 하였다면 그의 

이른바, “허공에 떠 바람을 다스리고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른다.”라는 시

구가 적벽에서만 알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어서 “낭랑하게 읊조리며 축융봉을 내려온다.”라는 주자의 시구를 읊으

며 백록담 가로 되돌아오니, 하인들이 이미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 놓았다.

 -최익현,「유한라산기」–

*부상: 해가 뜨는 동쪽 바다.

< 보  기 >

 선비들의 산수 유람에는 와유(臥遊)와 원유(遠遊)가 있다. 와유는 

일상에서 산수화나 산수 유람의 글 등을 감상하며 군내외의 여러 경

치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즐기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원유는 이

름난 경치를 직접 찾아가 실제의 자연을 즐기는 흔치 않은 체험으

로, 유교에서 강조하는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1) 31.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여행에 대한 경륜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정치적 포부를 펼칠 만큼 높은 지위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자신에게 험난한 역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자연현상에 비유하여 표현

하고 있다.

④ ㉣:거쳐 온 곳을 열거하면서 행위를 나타내는 서술어를 최소화하여 여정

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이동하는 모습을 과장되게 묘사하여 자신의 권위를 강조 하고 있다.

32.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정을 계속하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② 객관적인 사실에 자신의 소감을 추가하여 백록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③ 일행 중 낙오한 이들이 있었음을 밝혀 등정 과정이 힘들었음을 드러내고 있

다.

④ 최고봉에서 백록담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등정 과정에 비해 간략하게 제시하

고 있다.

⑤ 시구를 낭송하는 모습을 통해 등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행들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3. <보기>는 (가)작품의 다른 부분이다. <보기>와 [A], [B]를 비교

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와 <보기>는 모두 자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② [A]는 지상의 자연물을 천문 현상에 비유하고, <보기>는 천문 현상을 지상의 자연물

에 비유하고 있다.

③ [B]와 <보기>는 모두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자연의 냉혹함을 드러내고 있다.

④ [B]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제시하고, <보기>는 자연물의 움직임을 비유적으로 표현

하고 있다.

⑤ [A]와 [B]에서는 자연의 모습을 관조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자연을 통해 자신을 반

성하고 있다.

34.<보기>를 참조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의 화자가 ‘화룡소’를 보고 감상한 부분은 다른 이들이 같은 장소

를 와유할 때 활용될 수 있겠군.

② (가)의 화자는 와유를 통해 상상하던 ‘여산’의 모습을 비교하며 와유

의 가치를 확인하고 있군.

③ (나)의 글쓴이는 원유를 통해 ‘백록담’에서 실감한 자연의 형세를 묘

사하고 있군.

④ (나)의 글쓴이가 정상에 올라 ‘성현’의 호연지기를 상상하는 데서 원유

가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군.

⑤ (나)의 글쓴이는 ‘소동과’의 시를 통해 와유했던 적벽의 모습과 원유

를 통해 확인한 한라산의 모습을 비교하여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

고 있군.

11) 2014년 11월 시행, 수능 국어B 31-34 (2015학년도 수능 국어B 고전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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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구곡담(高山九曲潭)을 사람이 모르더니

주모복거*하니 벗님네 다 오신다

어즈버 무이*를 상상하고 학주자(學朱子)를 하리라

<제1수>

일곡(一曲)은 어디메오 관암(冠巖)에 해 비친다

평무*에 내 걷히니 원근이 그림이로다

송간(松間)에 녹준*을 놓고 벗 오는 양 보노라

<제2수>

삼곡(三曲)은 어디메오 취병*에 잎 퍼졌다

녹수(綠樹)에 산조(山鳥)는 하상기음*하는 적에

반송이 바람을 받으니 여름 경이 없어라

<제4수>

오곡(五曲)은 어디메오 은병(隱屛)이 보기 좋다

수변정사(水邊精舍)는 소쇄함*도 가이없다

이 중에 강학(講學)도 하려니와 영월음풍 하리라

<제6수>

육곡(六曲)은 어디메오 조협*에 물이 넓다

㉠나와 고기와 뉘야 더욱 즐기는고

황혼에 낙대를 메고 대월귀*를 하노라

<제7수> 

팔곡(八曲)은 어디메오 금탄*에 달이 밝다

옥진금휘*로 수삼곡(數三曲)을 연주하니

고조(古調)를 알 이 없으니 혼자 즐겨 하노라

 <제9수> 

- 이이, ｢고산구곡가｣ -

*주모복거:풀을 베어 내고 집을 지어 살 곳을 정함.

*무이:주자가 정사를 짓고 학문에 정진했다고 하는 곳.

*평무:잡초가 무성한 벌판.              *녹준:좋은 술동이.

*취병:지명. 푸른 빛 병풍 같은 절벽.     *하상기음:오르락내리락하면서 지저귐.

*소쇄함:맑고 깨끗함.                   *조협:지명. 낚시하기 좋은 골짜기.

*대월귀:달을 데리고 함께 집으로 돌아감. *금탄:지명. 악기를 연주하는 시내.

*옥진금휘:좋은 거문고.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2)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격정적 어조를 통해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풍자적 기법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③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④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형식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⑤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12) 2015년 3월 시행, 고3 모의고사 국어A 38-40 (2015학년도 3월 고3 학력평가 국어A)

3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율곡 이이가 벼슬에서 물러나 황해도 해주 석담에서 

은병정사를 짓고 후학 양성에 힘쓸 때에 지었다고 알려져 있다. 연

시조를 이루고 있는 각 수들은 하루의 시간적 흐름과 사계절의 변

화에 따른 자연의 모습을 중심으로 작가의 자연 친화적인 태도와 

자연 속에서의 운치 있는 풍류를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하여 학문 정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사용된 

소재와 내용을 통해 볼 때, 각 수의 초장에 제시된 지명은 작가가 

그곳에서 발견한 특성과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제1수>와 <제6수>의 ‘학주자’, ‘강학’ 등을 통해 화자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학문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군.

② <제2수>에서 하루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펼쳐지는 풍광을 자신을 찾

아온 ‘벗’과 함께 감상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군.

③ <제4수>에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취병’의 여름 경치를 노래함

으로써 계절에 따른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군.

④ <제4수>와 <제7수>에 제시된 ‘녹수’, ‘고기’ 등과 연결해 생각해 볼 때, 

‘취병’과 ‘조협’이라는 지명은 그곳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군.

⑤ <제9수>는 ‘금탄’에서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진 풍류를 즐기고 있는 화

자의 운치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40. 윗글의 ㉠과 <보기>의 ⓐ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청약립(靑蒻笠) 녹사의(綠蓑衣)를 왼 어깨에 둘러 메고

세우(細雨) 강구(江口)로 낙대 들고 내려 가니

ⓐ 백구(白鷗)도 나를 반겨서 오락가락 하더라

① ㉠은 화자가 동경하는 세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는 화자가 비판적으

로 바라보는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② ㉠은 화자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으며, ⓐ는 대상과 화

자를 대조하여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③ ㉠과 ⓐ는 모두 자신의 궁핍한 처지로 인한 좌절감을 표출하고 있다.

④ ㉠과 ⓐ는 모두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을 형상화하

고 있다.

⑤ ㉠과 ⓐ는 모두 화자가 자연에서 느끼는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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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자연미를 체험하는 방식에는 ‘유거(幽居)’와 ‘탐승(探勝)’이 있다. 

유거는 작가가 은거하는 일상적인 생활 공간 주위를 노닐며 즐기

는 방식이고, 탐승은 작가가 거주지에서 멀리 떠나 여러 명승지를 

거점으로 삼아 낯선 곳을 기행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유거가 

나타난 작품들은 거주지나 그 주위의 자연을 제시하면서 일상의 

생활 체험을 보여 주는데, 거주지 주위의 공간을 이상향으로 인식

하는 경우도 있다. 유거는 익숙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므로 심리적 만족감을 동반한다. ｢ 상춘곡 ｣과 ｢ 와룡폭포기 ｣는 이

와 같은 유거를 보여 주는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보 기 >

1779년 2월 채제공은 명덕동으로 이사하였다. 갑작스럽게 벼슬에서 물러

났지만 그는 이곳에서 산수를 즐기며 여유와 안정을 찾았다. 채제공은 와룡

폭포 근처의 ‘난가대’를 특히 좋아했는데, ‘난가’가 신선의 땅이라는 뜻을 지

녔기 때문이었다. 그는 신선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의 복장인 ‘학창의’를 입

었고, 자주 읽으면 신선이 된다는 속설이 있는  도덕경을 탐독했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3)

(가) 

ⓐ 홍진(紅塵)에 뭇친 분네 이 내 생애(生涯) 엇더고

녯 사람 풍류(風流) 미가  미가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 이 하건마
산림(山林)에 뭇쳐 이셔 지락(至樂)을  것가

수간모옥(數間茅屋)* 을 벽계수(碧溪水) 앏픠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예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여서라

엇그제 겨을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 석양리(夕陽裏)예 퓌여 잇고

녹양방초(綠楊芳草) 세우중(細雨中)에 프르도다

칼로 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헌다

ⓑ 수풀에 우 새 춘기(春氣) 내 계워 

소마다 교태(嬌態)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 다소냐

< 중략 >

준중(樽中)이 뷔엿거 날려 알외여라

소동(小童) 아려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야 시냇의 호자 안자

ⓒ 명사(明沙) 조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淸流) 굽어보니 오니 도화(桃花)ㅣ로다

무릉(武陵)이 갓갑도다  저  이 긘 거이고

- 정극인, ｢ 상춘곡 ｣ -

(나) 
광영지(光影池)에서 서쪽으로 화살 한 번 쏠 만한 거리에 줄지어 있는 

소나무와 어지러운 나무들을 지나가면 와룡폭포가 있다. 

폭포의 바닥은 다 돌이다. 돌은 난가대(爛柯臺)에서부터 일직선으로 퍼

져 와룡담에 이르러 그쳤다. 그 사이는 백여 보 정도이다. 그 돌의 빛은 

꽤 흰데 형체가 비록 누웠기는 하나 위쪽이 약간 높고 차례로 점차 낮아

져서 손바닥을 옆으로 드리운 것 같다.

폭포는 명덕동(明德洞)에서부터 시작하여 흘러나온다. 한 갈래는 남쪽

으로, 한 갈래는 서쪽으로 흐르다가 돌에 이르러 합류하는데, 화살처럼 

빠르고 물병을 지붕에 거꾸로 엎어 놓은 것처럼 급히 쏟아진다.

물이 흘러가다가 길을 가로막고 누워 있는 돌을 만나게 되면 떨어져 

내리는 기세가 비로소 급하게 된다. 돌은 물의 맹렬한 두들김을 견디지 

못하여 가운데가 호박같이 되었다. 구슬이 튀고 눈이 물 끓듯 세차게 일

어난다.  

그 넘쳐흐르는 나머지가 흩어져 연못 이 되었으니 흔들리며 움직여 

맑고 깨끗하여 손을 씻어도 좋고 이를 닦아도 좋으며 빨래를 할 수도 있

다. 물과 돌이 이에 이르러 비로소 공을 들인 보람을 나타낸 것이다.

ⓓ여름철에 비가 크게 내리면 폭포는 부르짖고 성냄이 천둥 벼락같다. 

그 기세는 돌을 걷어 가지고 달아날 것 같다. 뿜어 달리는 물방울이 사방

으로 날아올라 소나무 가지 끝에 흰 무지개 같은 무리가 가끔씩 있어 매

우 기이하고 장관이다.

옛날에는 양쪽 언덕에 걸쳐 정자가 있어 물이 난간 아래로 흘렀는데, 

이것이 거센 물결을 견디지 못하여 끝내 무너진 지가 여러 해 되었다. ⓔ

지금도 남은 주춧돌 너댓 개가 기울어지거나 혹은 선 채로 있어서 오히려 

옛터를 알아볼 수 있다.

나는 산에 살면서 할 일이 없다. 늦게 밥을 먹고 나면 커다란 삿갓을 

쓰고 새로 지은 학창의를 입고 막대기를 끌며 천천히 걸어간다. 연못가

의 오래된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앉아   도덕경 몇 장을 읽는다. 

어쩌다가 팔을 베개 삼아 늘어지게 한잠 자노라면  산에 해가 

기우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잠이 어슴푸레 깨어서 나무 사이의 하늘을 쳐

다보면 그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하늘빛이 보인다. 패옥 소리 같은 바람 

소리가 귀에 가득하고, 저녁 새가 가지를 돌며 날아 지저귀는 것이 들릴 

13) 2015년 3월 시행, 고3 모의고사 국어B 34-37(2015학년도 고3 학력평가 국어B)

뿐이다.

이때 나의 가슴속엔 한 가닥의 생각도 없다. 마음이 화락
하여 내가 나를 잊는다.  어찌 연못과 같은 사물에 노니는 것이겠는

가. ㉠나는 하늘에 노니는 것이지, 세속의 사물에 노니는 것이 아니다.

- 채제공, ｢ 와룡폭포기 ｣ -
* 수간모옥: 몇 칸 초가집. * 울울리: 우거진 속. * 미음완보: 작은 소리로 읊으며 천천히 거닒.

34.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②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하여 자기반성의 계기로 삼고 있다.

③ 풍자의 기법을 활용하여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④ 대상을 관찰하여 양면적 속성을 포착하고 있다.

⑤ 계절의 변화 과정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3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청자에게 묻는 방식을 통해 화자 자신의 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

고 있다.

② ⓑ : 화자의 정서와 조응하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흥취를 환기하고 있다.

③ ⓒ : 시냇물을 바라보며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④ ⓓ :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⑤ ⓔ : 과거를 회상하며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를 드러내고 있다.

 36. <보기>의 관점에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가)의 ‘수간모옥’은 작가가 유거를 체험하는 거주지로 볼 수 있겠군.

②(가)의 ‘무릉이 갓갑도다’는 작가가 유거 속에서 거주지 주위의 공간을 

이상향으로 인식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③(나)의 ‘늘어지게 한잠 자노라면’은 작가가 유거를 통해, 익숙함을 느끼

는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군.

④(가)의 ‘저 ’와 (나)의 ‘연못’은 작가가 낯선 곳을 기행하기 위해 거점

으로 삼은 명승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군.

⑤(가)의 ‘흥(興)이 다소냐’와 (나)의 ‘마음이 화락하여 내가 나를 잊

는다.’는 작가가 유거를 통해 느낀 심리적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37.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신선의 삶보다 자신의 삶이 낫다는 확고한 믿음을 보여 준다.

② 신선의 품격을 추구하다가 봉착하게 된 자신의 한계를 보여 준다.

③ 신선의 땅에서 역설적으로 깨닫게 된 속세에 대한 미련을 보여 준다.

④ 신선의 삶을 동경하며 생활하다가 느끼게 된 정신적 경지를 보여 준다.

⑤ 신선의 생활과 세속의 생활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자기 위안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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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버린 몸이 시골에서 늙어 가니

바깥 일 내 모르고 하는 일이 무엇인고

이 중의 우국성심(憂國誠心)은 풍년을 원하노라.   <제1수>

농인(農人)이 와 이르되 봄 왔네 밭에 가세

앞집의 쟁기 잡고 뒷집의 따비* 내네

두어라 내 집부터 하랴 남하니 더욱 좋다.         <제2수>

여름날 더운 적의 달구어진 땅이 불이로다

밭고랑 매자 하니 땀 흘러 땅에 떨어지네

어사와 입립신고(粒粒辛苦)* 어느 분이 아실까.    <제3수>

가을에 곡식 보니 좋기도 좋을시고

내 힘의 이룬 것이 먹어도 맛이로다

이 밖에 천사만종(千駟萬鍾)*을 부러 무엇하리오.  <제4수>

밤에는 새끼를 꼬고 낮에는 띠를 베어

초가집 잡아 매고 농기(農器) 좀 손 보아라

내년에 봄 온다 하거든 결의 종사(從事)* 하리라.  <제5수>

새벽빛 나오자 백설(百舌)*이 소리한다

일어나라 아희들아 밭 보러 가자꾸나 

밤사이 이슬 기운에 얼마나 길었는가 하노라.      <제6수>

ⓐ보리밥 지어 담고 명아주 국을 끓여

배곯는 농부들을 진시(趂時)예* 먹여라

아희야 한 그릇 다오 친히 맛 보아 보내리라.      <제7수>

서산에 해 지고 풀 끝에 이슬 맺힌다

호미를 둘러 메고 달 지고 가자꾸나

이 중의 즐거운 뜻을 일러 무엇하리오.            <제8수>

- 이휘일,「전가팔곡(田家八曲)」-

＊따비: 풀뿌리를 뽑거나 밭을 가는 농기구의 일종.

＊입립신고(粒粒辛苦): 낱알마다 맺힌 수고로움.

＊천사만종(千駟萬鍾): 여러 말이 끄는 수레와 많은 봉록.

＊종사(從事): 농사일을 시작함.  ＊백설: 온갖 새.  ＊진시(趂時)예: 진작에. 제때에.

보 기

선생님: 이 작품은 제1수는 서사로, 제2수부터 제5수는 ‘춘-하-추-

동’으로, 제6수부터 제8수는 ‘새벽-낮-저녁’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구조화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작품을 자세히 읽고 이 작품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서로 

말해 볼까요?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4)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구법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② 설의법을 활용하여 삶의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다. 

③ 명령형의 문장을 활용하여 구체적 행동을 지시하고 있다.

④ 청유의 방식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⑤ 자문자답의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안타까움을 부각시키고 있다.

 32. <보기>는 윗글을 자료로 한 수업의 일부이다. 학생들의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2015년 4월 시행, 고3 모의고사 국어A 31-34(2015학년도 고3 4월 학력평가 국어A)

① [A]에는 [B]와 [C]의 시간을 통해 실현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드

러나 있어.

② [B]에는 사계절에 따라 ‘시작-노고-결실-준비’로 조응되는 농사의 과

정이 드러나 있어.

③ [B]는 봄부터 겨울을 거쳐 다시 봄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순환성을 바

탕에 둔 것이라 할 수 있어.

④ [C]는 각 수마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확대해 가며, 자연의 아

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어. 

⑤ [C]는 하루 동안의 시간을 통해 농촌의 일상을 드러내고 있어.

 

 33. 윗글의 ⓐ와 <보기>의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노니노라.

그 밖의 여남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이시랴.

- 윤선도, 「만흥(漫興)」중 -

① ⓐ, ⓑ는 모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다.

② ⓐ, ⓑ는 모두 화자의 정서와 대비되는 대상이다.

③ ⓐ는 자연에서 느끼는 흥취를, ⓑ는 노동의 기쁨을 드러낸다. 

④ ⓐ에는 농부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고, ⓑ에는 화자의 소박한 삶

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⑤ ⓐ에는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가, ⓑ에는 자신의 삶에 대해 고뇌하

는 태도가 나타난다. 

34. <보기>는 윗글에 대한 학습 자료이다. 이를 참고하여 감상한 내용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휘일은 조선 중기의 유학자로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농촌에서 생활하였다. 농민의 삶을 공유하면서도 유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대부의 소임을 외면하지 않았다.

  작가는 ‘서전가팔곡후(書田家八曲後)’에서 ‘농사를 업

으로 삼는 사람은 아니지만 전원에서 생활하면서 체험하

고 알게 된 것을 노래로 나타낸다. <중략> 아이들로 하

여금 노래하게 하여 때때로 들으며 스스로 즐기려 한다.’

라고 하며 이 작품의 창작 동기를 밝혔다.

① [자료1]을 보니, <제1수>에는 농촌에서 생활하면서도 풍년을 이루어 

유교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대부의 소임이 나타나 있군.

② [자료1]을 보니, <제2수>에는 농민들과 상부상조하는 모습을 통해 

농민과 삶을 공유하는 작가의 모습이 드러나 있군. 

③ [자료1]을 보니, <제6수>에는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화자의 모습

을 통해 당시 유학자로서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고 있군. 

④ [자료2]를 보니, <제3수>에는 전원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노동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작가의 생각이 드러나 있군. 

⑤ [자료2]를 보니, <제4수>에는 수확한 곡식을 보고 기뻐하는 화자

의 모습에는 전원에서 생활했던 작가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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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마도 꿈이로다 일마다 꿈이로다

동냥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밀치는 듯  

아무리 구브려도 자빠지니 어이 할꼬 

멀지 않은 주인집을 천신만고(千辛萬苦) 찾아오니  

존전(尊前)의 출입인가 한출첨배(汗出沾背)* 무슨 일고 

저 주인의 거동 보쇼 코웃음에 비웃음에  

 양반 도 하릴없다 동냥도 하시는고 

귀인도 속절없네 등짐도 지시는고  

밥 싼 노릇 하오시니 저녁밥은 많이 먹소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동냥도 한번이지 빌긴들 매양일까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 못할 일이로다  

차라리 굶을지언정 이 노릇은 못하리라 

무슨 일을 하잔 말고 신 삼기나 하오리라  

짚 한 단 추려놓고 신날부터 꼬아보니 

종이노*도 못 꼬거든 짚신날을 어찌 꼬리  

다만 한 발 못 꼬아서 손가락이 부르트니 

하릴없이 내어놓고 자리노*를 배워 꼬니  

천수만한(千愁萬恨)* 이 내 마음 노 꼬기에 부치리라

날이 가고 밤이 새니 어느 시절 되었는고  

오동이 엽락(葉落)하고 금풍(金風)이 소슬(蕭瑟)하니  

만산초목(萬山草木)이 잎잎이 추성(秋聲)이라 

새벽서리 지는 달에 ㉠외기러기 슬피 울 제 

잠 없는 내 먼저 듣고 임 생각이 새로워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임금 보고지고  

나래 돋친 학(鶴)이 되어 날아가서 보고지고 

만리장천(萬里長天) 구름 되어 불려가서 보고지고

오동추야(梧桐秋夜) 달이 되어 비추어나 보고지고

-안조원,「만언사(萬言詞)」-

*한출첨배(汗出沾背) : 땀이 나와 등을 적심.    *종이노 : 종이를 꼬아 만든 끈.

*자리노 : 멍석 등을 만들기 위해 짚 등을 꼬는 것.

*천수만한(千愁萬恨) : 이것저것 슬퍼하며 원망함.

보 기2

이보소 손님내야 설운 말씀 그만하고 

광부(狂夫)의 말이라도 성인(聖人)이 가리시니  

시골말이 무식하나 나 의 말씀 들어보소 

천지인간(天地入間) 큰 기틀에 존비귀천(尊卑貴賤) 짜여내어  

하루 한 때 근심 없이 모두 즐거움이 뉘 있을꼬

하늘에도 변화 있어 일월식(日月蝕)을 되시옵고  

바다에도 진퇴(進退)있어 밀물과 썰물이 있사오니 

춘하추동 사시절(四時節)에 한서온냉(寒暑溫冷) 돌아가니  

부귀엔들 풀칠하여 몸에 붙여 두었으며 

공명(功名)엔들 끈을 달아 옆에 채워 있을손가  

손님 팔자 좋다 한들 한결같이 다 좋으며 

번화(繁華)하다 고생한들 저런 고생 계속 할까  

화려하게 치장한  경대부(卿大夫) 높은 신분 귀공자도 

섬 고생 다 지내고 천은(天恩)입어 올라갔네  

- 안조원,「만언사답(萬言詞答)」-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5)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구의 방법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감을 표현하고 있다.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⑤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32~33] 윗글과 <보기1>, <보기2>를 바탕으로 32번과 33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1

  윗글은 화자의 독백과 특정 인물과의 ⓐ 대화를 바탕으로 유배 생

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화자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유배

지에서의 고충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기도 하는 

한편, 유배지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2>는 

윗글에 대한 화답형식으로 지어진 작품으로, ⓑ 윗글에서의 고통 받

는 화자를 청자로 설정하여 현실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점을 ⓒ 대화 

형식을 빌려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15)2015년 4월 시행, 고3 모의고사 국어B 31-34(2015학년도 고3 4월 학력평가 국어B)

32. <보기1>을 참고하여 윗글과 <보기2>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윗글에서 ‘동냥’을 해야 하는 화자의 처지는 <보기2>의 ‘설운 말씀’

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군.

② 윗글에서 ‘짚신날’을 꼬는 행위는 <보기2>의 ‘고생’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③ 윗글에서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일하는 모습은 <보기2>의 ‘변화’를 

겪은 화자가 삶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④ 윗글에서 ‘임금’을 보고 싶은 마음은 <보기2>의 ‘천은(天恩)’을 통해 

해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군.

⑤ 윗글에서 ‘학’이 되어 날아가고자 함은 <보기2>의 ‘손님’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볼 수 있겠군. 

33. <보기1>의 ⓐ ∼ ⓒ를 고려하여 [A]의 양반 과 <보기2> 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양반 은 청자를 훈계하고 있고, 나 는 청자의 힘겨운 상황을 이

해하고 있다. 

②　 양반 은 청자의 태도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고, 나 는 청자

를 위로하고 있다. 

③　 양반 은 청자를 설득하고 있고, 나 는 청자에게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④ 양반 과 나  모두 미래의 상황을 언급하며 청자의 행동을 촉구하

고 있다.

⑤　 양반 과 나  모두 현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청자의 언행에 대해 

질책하고 있다. 

3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화자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는 기능을 한다. 

②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③ 특정 대상을 떠올리는 매개물의 기능을 한다. 

④ 외부 대상과의 단절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⑤ 삶의 지향점을 집약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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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 필 아이는 상기 아니 일었느냐

  쟤 너머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 남구만

(나)

  ㉡도롱이에 호미 걸고 뿔 굽은 검은 소 몰고

  고동풀 뜯기면서 개울물 가 내려갈 제

  어디서 품 진 벗님 함께 가자 하는고                <제2수>

  둘러내자 둘러내자 우거진 고랑 둘러내자

  ㉢바랭이 여꿔 풀을 고랑마다 둘러내자

  쉬 짙은 긴 사래는 마주 잡아 둘러내자              <제3수>

  땀은 듣는 대로 듣고 볕은 쬘 대로 쬔다

  청풍에 옷깃 열고 긴 휘파람 흘리 불 제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이 머무는고          <제4수>

                                       - 위백규,「농가(農歌)」

(다)

사월이라 초여름 되니 입하 소만 절기로다

㉣비 온 끝에 볕이 나니 날씨도 화창하다

떡갈잎 퍼질 때에 뻐꾹새 자주 울고

보리 이삭 패어 나니 꾀꼬리 노래한다

농사도 한창이요 누에치기 한창이라

남녀노소 몰두하니 집에 있을 틈이 없어

㉤적막한 사립문을 녹음 속에 닫았도다

목화를 많이 가꾸소 길쌈의 근본이라

수수 동부 녹두 참깨 부룩을 적게 하소

갈 꺾어 거름할 체 풀 베어 섞어 하소

물 댄 논을 써레질하고 이른 모를 내어 보세

                                 

                                    - 정학유,「농가월령가」

*품 전 : 품앗이를 한.

*둘러내자 : 휘감아서 걷어 내자.

*부룩 : 곡식이나 채소를 심은 사이사이에 다른 농작물을 심는 일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6)

3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에서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다)에서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② (나)의 <제2수>에는 생성의 이미지가, (다)에는 소멸의 이미지가 나

타나 있다.

③ (나)의 <제3수>와 (다)에서는 화자의 심경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

되고 있다.

④ (나)의 <제4수>와 (다)에는 반어적 표현이 활용되고 있다.

⑤ (가), (나), (다)에는 모두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다.

16) 2015년 6월 시행, 고3 모의고사 국어A 31-33 (2016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A)

3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밝아 오는 ‘동창’과 ‘노고지리’의 지저귐을 통해 ‘아이’가 일어나

야 할 때임을 알려 주고 있다.

② ㉡: ‘호미’를 챙기고 ‘소’를 직접 몰고 가는 모습을 통해 농사일을 

하러 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③ ㉢: ‘고량’의 풀을 ‘마주 잡아’ 걷어 내는 것을 통해 농사일을 함께 

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잇다.

④ ㉣: ‘비 온 끝에 볕’이 나는 ‘화창’한 날씨를 통해 좋은 때에 일을 

해야 하는 괴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⑤ ㉤: ‘사립문’이 ‘녹음 속’에 닫혀 있는 모습을 통해 농번기에 집이 

비어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33. (나)와 (다)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에는 (다)와 달리, 특정 시기에 재배해야 하는 작물이 제시 되

어 있군.

② (나)에는 (다)와 달리, 농사일 중에 휴식을 즐기는 여유로움이 그려

져 있군.

③ (다)에는 (나)와 달리, 먹고 입는 것과 관련한 농사일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군.

④ (나)와 (다)의 화자는 모두 노동의 현장을 주목하고 있군.

⑤ (나)와 (다)의 배경은 모두 농부들의 일상적인 삶을 보여 주는 공간

으로 볼 수 있군.

레전드스터디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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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이 못 오던다 무슨 일로 못 오던다

     너 오 길 위에 무쇠로 성(城)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란 집을 짓고 집 안에란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놓고 궤 

안에 너를 결박ㅎ여 놓고 쌍목* 외걸새에 용거북 물쇠로 수

기수기 갓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던다

     이 셜흔 이여니 날 보라 올 하루 업스랴

                                                 - 작자 미상 -

(나)  청천(靑天)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 날지 말고  말 들어

     한양성 내에 잠간 들러 부듸  말 잊지 말고 웨웨텨* 불러 이  

   르기를 월황혼 계워 갈 제 적막 공규(空闚)에 던져진 듯 홀로 안  

   져 님 그려 마 못 살네라 고 부듸 한 말을 전여 쥬렴

     우리도 님 보러 밧비 옵는 길이오매 전동 말동 여라

                                                 - 작자 미상 -

(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너 주게

     싸리골 올동백이 다 떨어진다

[A] [민둥산 고비 고사리 다 늙었지마는

     이 집에 정든 임 그대는 늙지 마서요]

[B]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나

     정 들이고 가시는 임은 가고 싶어 가나]

[C] [성님 성님 사촌 성님 시집살이가 어떻던가

     삼단 같은 요 내 머리 비사리춤 다 되었네]

[D] [오늘 갔다 내일 오는 건 해 달이지만

     한 번 가신 우리 임은 그 언제 오나]

[E] [당신이 날만침만 생각을 한다면

     가시밭길 천 리라도 신발 벗고 오리라]

                                        -「정선 아리랑」중에서

* 뒤주 : 쌀 위의 곡식을 담아 두는 세간의 하나    

* 쌍목 : 쌍으로 된 문고리를 거는 쇠.

* 웨웨텨 : 외쳐.   

* 비사리춤 : 벗겨 놓은 싸리 껍질의 묶음.   

* 날만침만 : 나만큼만.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7)

3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➀ (가)에서는 임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화자를 찾아오기에는 하루라는 

시간이 짧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➁ (가)에서는 화자가 처한 상황의 책임을 화자 자신에게 돌리며 자책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➂ (나)에서는 의인화된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임에게 알리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➃ (나)에서는 화자가 제삼자와 더불어 임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임을 

기다리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 (나) 모두에서는 임이 거주하는 공간의 특징을 묘사하여 화자

의 고독감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17) 2015년 6월 시행, 고3 모의고사 국어B 31-33 (2016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B)

32. [A]~[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A]: 임이 자연의 섭리에 영향을 받지 않기를 기원하는 말로 임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어.

➁ [B]: 임이 떠나가는 것을 자연현상에 빗대어 임을 이해하려는 마음

을 드러내고 있어.

➂ [C]: 묻고 답하는 방식을 빌려 여성의 고단한 삶을 표현하고 있어.

➃ [D]: 임이 떠나간 것은 자연의 순환적 질서에 따른 것이므로 돌아오

지 낳는 것도 그 질서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⑤ [E]: 기대만큼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 주지 않는 임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어.

33. (가)~(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➀ (가)에서는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등에서 구절들이 연

쇄적으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➁ (나)의 ‘한양성 내에 잠간 들러’, ‘적막 공규에 던져진 듯 홀로 안져’

에서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 것을 알 수 있다.

➂ (가)의 ‘집’, ‘뒤주’, ‘궤’ 등과 (다)의 ‘고비’, ‘고사리’ 등을 보면 생활

에 밀접한 사물을 이용하여 시적 상황을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➃ (가)의 ‘어이 못 오던다 무슨 일로 못 오던다’와 (다)의 ‘성님 성님 

사촌 성님’을 보면 단어와 구절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나)의 ‘전여 쥬렴’과 (다)의‘건너 주게’를 보면 작품 내에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형식이 활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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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 어이 다 늙거니

  소년 행락(少年行樂)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늙어서야 서러운 말 하자 하니 목이 멘다

  부생모육(父生母育) 신고(辛苦)하여 이내 몸 길러 낼 제

  공후 배필(公侯配匹)은 못 바라도 군자 호구(君子好逑)* 원하더니

  삼생(三生)의 원업(怨業)이요 월하(月下)의 연분(緣分)으로

  장안(長安) 유협(遊俠) 경박자(輕薄子)를 꿈같이 만나 있어

  당시에 마음 쓰기 살얼음 디디는 듯

  삼오 이팔(三五二八) 겨우 지나 천연 여질(天然麗質)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態度)로 백 년 기약(百年期約)하였더니

  연광(年光)이 훌훌하고 조물(造物)이 시샘하여

  봄바람 가을 물이 베올에 북 지나듯

  설빈화안(雪鬂花顔) 어디 가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었구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임이 날 사랑할까

  스스로 참괴(慚愧)하니 누구를 원망(怨望)하랴

(중략)

  돌이켜 풀어 헤아리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청등(靑燈)을 돌려 놓고 녹기금(綠綺琴) 비스듬히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좇아 섞어 타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댓잎 소리 섞여 도는 듯

  화표(華表)* 천 년(千年)의 별학(別鶴)이 울고 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手段) 옛 가락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寂寞)하니 뉘 귀에 들리겠는가

  간장(肝腸)이 구곡(九曲) 되어 굽이굽이 끊겼어라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벌레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가

  천상의 견우직녀(牽牛織女) 은하수 막혔어도

  칠월 칠석(七月七夕) 일 년 일도(一年一度) 실기(失期)치 않거든

  우리 임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水) 가렸관대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그쳤는고

  난간(欄干)에 빗겨 서서 임 가신 데 바라보니

  초로(草露)는 맺혀 있고 모운(暮雲)이 지나갈 제

  죽림(竹林)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섧다

  세상(世上)의 서러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薄命)한 홍안(紅顔)이야 나 같은 이 또 있을까

  아마도 이 임의 탓으로 살동말동 하여라

-허난설헌, ｢규원가(閨怨歌)｣-
*군자 호구: 군자의 좋은 배필. 시경의 구절에서 따온 말.

*화표: 묘 앞에 세우는 문. 망주석 따위가 있음.

<보 기>

｢규원가｣는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그 

원인이 자신에게도 있음을 한탄하는 규방 가사이다. 이 작품은 여

성들이 남성들에게 예속되었던 조선 시대의 봉건적 윤리 속에서 

작가 자신이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한을 다양한 비유

적 기법을 사용하여 품격 높은 시적 감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보 기>

  한밤중에 혼자 일어나 묻노라 이내 꿈아

  만리(萬里) 요양(遼陽)*을 어느 사이에 다녀온고

  반갑다 학가 선용(鶴駕仙容)*을 친히 뵌 듯하여라

- 이정환, ｢비가(悲歌)｣ 제1수 -

* 요양: 청나라 심양.

* 학가 선용: ‘왕세자가 타던 수레’와 ‘신선의 용모’를 뜻하는 말로, 볼모로 

잡혀간 두 왕자를 이름.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8)

43.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의 처지에 대해 탄식하고 있다.

②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얻고 있다.

③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슬픔을 심화하고 있다.

④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⑤ 대구법을 사용하여 운명에 맞서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8) 2015년 7월 시행, 고3 모의고사 국어A 43-45 (2015학년도 고3 7월 학력평가 국어A)

44.<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서러운 말’에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화자의 운명과 처지에 대한 

한이 담겨 있겠군.

② ‘스스로 참괴하니’를 통해 화자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 대

해 자신을 책망하고 있군.

③ ‘천상의 견우직녀’는 임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화자의 처지와 동일

하다는 점에서 화자의 슬픔을 대변하고 있군.

④ ‘나 같은 이 또 있을까’를 통해 화자는 홀로 지내는 자신의 외로움

을 강조하고 있군.

⑤ ‘아마도 이 임의 탓으로 살동말동 하여라’에는 남편을 원망하는 화

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군.

45. 윗글과 <보기>의 꿈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바탕이 되어 있다.

② 화자의 내적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③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④ 화자와 대상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⑤ 현실의 문제가 환상이라는 장치로 극복된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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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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늙고 병든 몸을 주사(舟師)*로 보내시어

  을사(乙巳)년 여름에 진동영(鎭東營)에 내려오니

  국경의 요새에 병이 깊다고 앉아 있으랴

  일장검(一長劒) 비스듬히 차고 병선(兵船)에 감히 올라

  두 눈을 부릅뜨고 대마도(對馬島)를 굽어보니 

  바람을 쫓아가는 황운(黃雲)은 원근(遠近)에 쌓여 있고

  아득한 창파(滄波)는 긴 하늘과 한 빛일세

  선상(船上)에 거닐면서 예와 오늘을 생각하고

  어리석고 미친 생각에 헌원씨(軒轅氏)*를 애달파 하노라

  대양(大洋)이 넓고 아득하여 천지(天地)를 둘러 있으니

  진실로 배 아니면 풍파 만 리 밖의 어느 오랑캐가 엿볼런가

  무슨 일 하려고 배 만들기를 비롯하였는가

  만세천추(萬世千秋)에 끝없는 큰 폐(弊) 되어

  넓고 넓은 이 세상에 만백성의 원한 사네

  어즈버 깨달으니 진시황(秦始皇)의 탓이로다

  배 비록 있다 하나 왜적이 아니 생겼던들

  일본의 대마도(對馬島)에서 빈 배 절로 나올 것인가

  누구 말을 믿어 듣고, 동남동녀(童男童女)를 들여다가

  해중(海中) 모든 섬에 도적들을 남겨 두었나

  통분(痛憤)한 수치가 중국 땅에 미치도다

  장생(長生) 불사약(不死藥)을 얼마나 얻어 내어

  만리장성(萬里長城) 높이 쌓고 몇 만 년을 살았던고

  남과 같이 죽어 가니 유익한 줄을 모르겠네

                          (중략)

  때때로 머리 들어 북쪽을 바라보며

  어지러운 세상에 늙은이 눈물짓네

  우리나라 문물(文物)이 한당송(漢唐宋)에 지랴마는    

  국운(國運)이 불행하여 왜적의 흉한 침략 

  만고의 그 원한을 못 씻어 버렸거든

  백분(百分)에 한 가지도 못 씻어 버렸거든

  이 몸이 무상(無狀)한들 신하 되어 있다가

  궁달(窮達)의 길이 달라 못 모시고 늙어간들

  우국단심(憂國丹心)이야 어느 땐들 잊겠는가

-박인로, ｢선상탄(船上嘆)｣-
*주사: 수군.    *헌원씨: 처음으로 배를 만들었다고 전하는 전설의 인물.

 (나) 

  경오년(1810) 여름에 엄청난 파리떼가 생겨나 온 집 안에 가득하더니 점

점 번식하여 산과 골을 뒤덮었다. 으리으리한 저택에도 엉겨 붙고, 술집과 떡

집에도 구름처럼 몰려들어 우레 같은 소리를 내었다. 노인들은 괴변이라 탄

식하고, 소년들은 분을 내어 파리와 한바탕 전쟁을 벌이려고 했다. 혹은 파리

통을 설치해 잡아 죽이고, 혹은 파리약을 놓아 섬멸하려 했다.

  나는 이를 보고 말했다. / “아아, 이 파리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굶어 죽

은 사람들이 변해서 이 파리들이 되었다. 아아, 이들은 기구하게 살아난 생

명들이다. ㉠슬프게도 작년에 큰 기근을 겪었고,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를 겪

었다. 그로 인해 전염병이 유행하였고, 가혹하게 착취까지 당하여 수많은 사

람이 죽었다. 시신이 쌓여 길에 즐비했으며, 시신을 싸서 버린 거적이 언덕

을 뒤덮었다. 수의도 관도 없는 시신 위로 따뜻한 바람이 불고, 기온이 높아

지자 살이 썩어 문드러졌다. 시신에서 물이 나오고 또 나오고, 고이고 엉기

더니 변하여 구더기가 되었다. 구더기떼는 강가의 모래알보다 만 배나 많았

다. 구더기는 점차 날개가 돋아 파리로 변하더니 인가로 날아들었다. ㉡아

아, 이 파리들이 어찌 우리 사람들과 마찬가지 존재가 아니랴. 너의 생명을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 흐른다. 이에 음식을 마련해 파리들을 널리 불러 모

으나니 너희들은 서로 기별하여 함께 와서 이 음식들을 먹어라.”

  이에 다음과 같이 파리를 조문(弔問)한다. / 파리야, 날아와 이 음식 소반에 

앉아라. 수북한 흰 쌀밥에 맛있는 국이 있단다. 술과 단술이 향기롭고, 국수와 

만두도 마련하였다. ㉢그대의 마른 목을 적시고 그대의 타는 속을 축여라.  

  (중략) 파리야, 날아오너라. 살아 돌아오지는 마라. 그대 지각 없어 아무것

도 모르는 걸 축하하노니 그대 죽었어도 재앙은 형제에게까지 미친다. 6월

이면 조세를 독촉하며 아전이 문을 두드리는데, 그 소리 사자의 포효처럼 

산천을 흔든다. 가마솥도 빼앗아 가고 송아지와 돼지도 끌고 간다. 그러고도 

           [A]

   [B]

      [C]

[D]

      [E]

부족하여 관가에 끌고 가 곤장을 치는데, 맞고 돌아오면 기진하여 병에 걸

려 죽어 간다. 백성들은 온통 눌리고 짓밟혀 괴로움과 원망이 너무도 많지

만 천지 사방 어디라 호소할 데 없구나. 백성들 모두 다 죽어 가도 슬퍼할 

수도 없구나. ㉣어진 이는 움츠려 있고 소인배는 비방이나 일삼는다. 봉황은 

입 다물고 까마귀만 우짖누나. 

  파리야, 날아서 북쪽으로 가거라. 북으로 천 리를 날아 궁궐로 가거라. 임

금님께 그대의 충정을 하소연하고 깊은 슬픔 펼쳐 아뢰어라. 어려운 궁궐이

라고 시비(是非)를 말 못하진 마라. 해와 달처럼 환히 백성의 사정 비추어서 

어진 정치 펴 주십사 간곡히 아뢰어라. ㉤번개처럼 우레처럼 임금님 위엄이 

떨쳐지게 해 달라고 하여라. 그러면 곡식은 풍년이 들고 백성은 굶주리지 

않으리라. 파리야, 그런 다음 남쪽으로 돌아오려무나.

-정약용, ｢파리를 조문한다｣-

<보 기>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노매라.

 낚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라.

 무심(無心)한 달빛만 싣고 빈 배 저어 오노라.

- 월산대군 -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9)

34. (가)의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는 ‘주사’로 임명되어 ‘진동영’에 내려온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② [B]에는 배를 만든 ‘헌원씨’를 추모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③ [C]에는 왜적을 생기게 한 ‘진시황’에 대한 화자의 원망이 드러나 있다.

④ [D]에는 ‘한당송’에 뒤지지 않는 ‘문물’을 가졌음에도 ‘왜적’의 침략을 받

아 원통해 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⑤ [E]에는 ‘신하’로서 ‘우국단심’을 다짐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열거를 통해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② ㉡ :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파리를 죽은 백성들로 인식하는 필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 : 의인법을 사용하여 굶주려 죽은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

을 드러내고 있다.

④ ㉣ : 대비를 통해 관리들의 부패를 개혁하려는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

내고 있다.

⑤ ㉤ : 비유를 통해 필자가 바라는 임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36. (가)의 배와 <보기>의 빈 배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배’는 화자가 머물러 있다가 떠나온 공간이고, <보기>의 ‘빈 배’는 화자

가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다.

② (가)의 ‘배’는 화자에게 시름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보기>의 ‘빈 배’는 화자의 

무욕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 (가)의 ‘배’와 달리 <보기>의 ‘빈 배’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④ <보기>의 ‘빈 배’와 달리 (가)의 ‘배’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⑤ <보기>의 ‘빈 배’와 달리 (가)의 ‘배’는 계절적 배경과 어울려 풍류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37. 다음은 수업 시간 중 학습한 내용이다. (가), (나)를 감상 요소에 따

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 2015년 7월 시행, 고3 모의고사 국어B 34-37 (2015학년도 고3 7월 학력평가 국어B)

감상 

요소
감상한 내용

현실 

인식

◦ (가)의 화자는 주사(舟師)로서의 충성심을, (나)의 화자는 

백성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있군. ·· ①

원인 

분석

◦ (가)의 화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과거의 인물과 

관련지어 생각하고 있군. ················································· ②

◦ (나)의 화자는 기근, 전염병, 가혹한 착취 등으로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③

화자의

태도

◦ (가)의 화자는 왜적을 이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

고 이를 실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군.    ······················ ④

◦ (나)의 화자는 어진 정치가 펼쳐져 백성이 굶주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군.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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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시행, 국어A 41-43 4 4 3

2014년 4월 시행, 국어A 37-39 3 4 3

2014년 6월 시행,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A 43-45
3 3 2

2014년 6월 시행,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B 43-45
3 4 3

2014년 7월 시행, 국어A 40-42 3 5 4
2014년 9월 시행,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A 43-45
5 3 2

2014년 9월 시행,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B 43-45
1 2 3

2014년 10월 시행, 국어A 39-41 1 3 5

2014년 10월 시행, 국어B 43-45 5 5 3

2014년 11월 시행, 수능 국어A 43-45 1 4 5

2014년 11월 시행, 수능 국어B 31-34 4 5 4

2015년 3월 시행, 국어A 38-40 4 2 5

2015년 3월 시행, 국어B 34-37 1 5 4 4

2015년 4월 시행, 국어A 31-34 5 4 4 3

2015년 4월 시행, 국어B 31-34 4 3 2 3

2015년 6월 시행,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A 31-33
5 4 1

2015년 6월 시행,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B 31-33
3 4 2

2015년 7월 시행, 국어A 43-45 5 3 1

2015년 7월 시행, 국어B 31-34 3 4 2

2015년 9월 시행,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A 

2015년 9월 시행,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B

정   답 

레 전 드 스 터 디  닷 컴

http://legendstudy.com

레 전 드 스 터 디  닷 컴

http://legendstud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