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특강 문학

수능특강 문학 평가문제집의 기본 구성

분  석	|	EBS 수능특강의 모든 작품(교과서 개념 학습 포함) 완전 분석

내  신	|	작품 분석 내용을 문제화하여 학교시험 완벽대비

서술형	|	작품별로 학교시험에서 출제 가능한 다양한 서술형문제 수록

변  형	|	수능출제원리에 맞게 변형된 내신형/수능형 문제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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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분석
<자습서>

+작품 이해
<기본문제>

+내신 대비
<실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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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 대비
<실전문제>

+작품 정리
<암기노트>

선택지 분석
<기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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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제집

2023년	학교시험•수능	대비

작품분석 내신대비 서술형 변형문제

항상 연구하는 회사
항상 선생님과 학생,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랑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회사
제안 사항, 불만족 사항, 오류 신고 등 언제라도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홈페이지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문자 메시지로 알려 드립니다.

책임을 다하는 회사
발간 이후에 발견되는 오류는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 드립니다. 본 교재의 정답 

및 해설은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교재는 선생님들의 교과교육 

연구를 위한 자료이므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학생용 (판매용) 교재의 정가는 

18,000원입니다.

연구용 비매품

www.100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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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제집

2023년 학교시험•수능 대비 EBS 수능특강에서 직접 출제되는 학교시험!

EBS 수능특강 평가문제집으로 준비하세요.

  처음 보는 작품과 지문의 분석은 필수!

  선생님이 출제하는 선택지 분석도 필수!

  내신 1등급을 가르는 작품별, 지문별 서술형 문제도 필수!

  EBS 수능특강 변형문제는 기본! 수능 출제 원리에 맞는 변형문제로 실전 대비!!

<EBS수능특강>에서 출제되는 학교시험!

내신대비 전문 에서 만든

EBS 수능특강 평가문제집이 

내신과 수능을 1등급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판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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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진 검토진

임재호

문동열

박주동

김수철

권경근

이혜선

신혜진

한혜령

김승겸

백암고등학교

이석호국어학원

목동종로학원

당진시내산고등학교

성북종로학원

국어전문저자

국어전문저자

서라벌고등학교

철원여자고등학교

강명진

강승현

강   용

강원국

강원희

강진선

고대희

고영일

곽선우

곽성범

권세현

권은화

권진희

김   건

김건아

김경주

김광철

김규리

김기성

김기주

김기희

김나나

김남진

김대영

김동길

김만수

김미경

김미옥

김미정

김민경

김부건

김상춘

김상희

김석용

김선희

김소윤

김승리

김영규

김영은

김영훈

김옥경

김윤재

김은미

김재호

김정현

김종덕

김주영

김준기

김지유

김지현

김지훈

김진아

김진영

김채민

김태동

김태환

김하경

김해숙

참글국어학원

동탄앞선국어

조대부고

한수위국어

강원희국어

탑아카데미학원

고대희국어교육원

국일국어학원

대연)해마루

생각의차이

여름국어

THE(더)오름학원

권진희 국어

센텀)김건국어논술학원

가온누리

김경주국어논술학원

다시국어

대신)적토마학원

구평)책읽는국어학원

목동 김기주국어논술

김기희국어학원

국어와나

김남진국어학원

수성 구일

한서고등학교

명륜)연세로나국어학원

주례)명문학원

틀을 잡는 학원

풍납청산학원

이룸국어

오성고등학교

정음국어학원

춘천대한논리속독학원

이상국어학원

책벌레

오름국어

김승리 국어

제일고등학교

초읍)에이플러스학원

조대여자고등학교

목동 1교시 국어영어

국일국어학원

솔로몬국어학원

부천 사계국어학윈

최현성국어영어학원

스파르타국어

한교학원

청어람국어학원

샘이깊은국어

방화 지평학원

더케이국어

가온국어

해운)김진영국어학원

마산 삼성엘리트학원

호암국어학원

센트럴국어

동탄앞선국어

최선생국어

김희동

김희정

남궁수연

남준현

노균상

노윤정

노희성

노희웅

도   담

도영훈 

류도완

문상혁 

민혜선 

박경은

박만숙

박명희

박상일

박선호 

박선훈

박성훈

박세영

박수영

박   영

박은정

박정수

박진운

박창현

박현석

박현순

박현진

반동환

방동진 

방유정

배민규

배윤호

백승재

백우흠 

변영민

변혜영

사공학

서이준

서주홍

서주희 

서화범

서희주

설규환

설호준

손오심

송기남

송영신

송준호

송철수

송철수

송현욱 

신민진

신새벽

신윤경

신은숙

신은지

신종수

신창근

심미애

공감국어학원 

세움아카데미학원

참배움터

방화 빼어날수 학원

방화 한세학원

으뜸학원

천호하나학원

분평종로엠학원

한밝국어학원

목동 예섬학원

동래)류도완국어학원

평촌 사계국어학원

부천 사계국어학원

백번의 날갯짓 국어학원

목동 연세학원

중리삼성엘리트학원

박상일청어람국어학원

목동 국풀국어학원

이데아국어학원

토피아 아카데미

박세영국어

리드인은평진관점

서강학원

옹골찬국어

박쌤 국어

박진운 국어전문학원

탑학원

광영고등학교

KSI학원

대신)리만국어학원

반동환국어학원

이투스

용호)혜음국어

창원남고등학교

구루학원

우리모두의학원

송원학원

수완국어날개달기

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

사공 국어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

서주홍 국어

목동 예섬학원

글사랑국어

교원 더퍼스트캠퍼스 경남진해학원

강남대성학원

청암국어학원

손오심 국어전문학원

송기남국어학원

How단과

송준호국어연구소

금호고등학교

서석고등학교

제주 국풀국어학원

열림국어

해운)신새벽국어학원

개금)국제학원

대성국어학원

BMA 유명학원

영도)세종학원

대세국어

창원남고등학교

심진섭

안상숙

안종광

안혜림

안효관

엄지명

오은경 

오흥태

원유정

유동완

유병우

유선호

유제연

유지연

윤관수 

윤귀성

윤선희

윤성주

윤성훈

윤순현

윤혜선

윤혜옥

이경희 

이관철

이명숙

이미선

이미수

이미영

이병용

이상덕

이석호

이선애

이선화

이성국

이성국

이소녕

이소하

이시은

이아현

이용순

이유정

이윤경

이은영

이은영

이은정

이은정

이재윤

이재임 

이정림

이주경

이주연

이주현

이주현

이지선

이지원

이지해

이창용

이청화 

이현옥

이   형

이혜란

이홍민

이희찬

임종연

임주연 

임현승

임현주

장수진

장은영

장인산

장종훈

장준혁

전지영

전혁진

정범진

정승균

정연우

정지수

정청석

정   훈

조우실

조은지

조의현

조현미

주경은

지은영

진수빈

진윤호

차오름

최복수

최성림

최성욱

최슬지

최안우

최유정

최윤희

최정원

최정윤

최진영

최진옥

최창국

추종훈

탁석화

한광수

한민정

한보람

한상철

한성희

한은정

한효성

허준일

허창진

허천일

홍경란

홍기식

홍미숙

홍윤석

홍인지

홍정우

홍현숙

황원식 

황윤철

황인학

황재준

차오름국어학원

오디세이학원

김포개벽학원

더, 이룸국어학원

대영학원

명지)프라임학원

평촌 사계국어학원

한서고등학교

대영학원

다다학원

이유국어학원

영광의아침

유제연국어

유지연빛글국어학원

목동 예섬학원

봉선국어날개달기

진국어사회

참글영어국어학원

대일고등학교

천지인논술국어학원

더국어학원

국과사학원

부천 사계국어학원

더포스국어학원

바른글

이미선국어

신서울학원 

다올 국어

한일여자고등학교

맥스학원

이석호국어학원

나무국어논술학원

방화 하이탑학원

언어와사고

이음국어학원

창원남고등학교

특별한이학원

이시은논술학원

목동 에듀플렉스

철산 한우리

무학고등학교

21세기연세학원

이룸국어전문학원

이은영국어학원

이은정행복한국어학원

최복수국어

㈜언희당

평촌 사계국어학원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

학장)장쌤학원

목동고등학교

당감)미주학원

지음국어

BMA 유명학원

삼성엘리트학원

이지국어학원

에듀핏학원

부천 사계국어학윈

명륜)인국어학원

이형국어

오송채움학원

혜윰국어전문학원

차오름국어학원

경산여자고등학교

목동 예섬학원

티클래스학원

신월 MIT

이레국어

노피곰 생각터 학원

경상고등학교

여민락 국어

목동 장준혁국어학원

두드림국어학원

목동 장준혁국어학원

공감국어학원

문성고등학교

송강 국어

마산 삼성엘리트학원

서강학원

정훈국어학원

지혜의숲학원

한국학원

채움학원

갓국어

우선국어

지은영논술국어학원

부천 사계국어학원

YH 학원

차오름국어학원

윤학당

하이스카이학원

최강국어

수명고등학교

최선국어

최유정국어

해운)최선생국어학원

부천 사계국어학원

최정윤국어

부천 사계국어학원

옥샘국어학원

최강국어

해운)이다국어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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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계획표

학습 시간을 배분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내신과 수능의 비율이다. 여러분과 동일하게 고민

해 왔던 선배들은 한결같이 “수능에 비중을 더 주되, 수능식 내신 대비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한다. 

내신은 2~4주에 걸쳐 집중력 있게 준비하면 효과가 좋고, 수능은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

다. 아울러, “자신이 ‘내신형’인지 ‘수능형’인지 빠르게 파악하여 유형에 맞게 시험 기간 계획표를 작

성하여 실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한다.

⁎1주차 (4주전)

⁎2주차 (3주전)

EBS 수능특강에 수록된 작품들의 배경지식과 분석에 초점을 두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나 부분을 되짚어 정리한다.

작품들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OX 문제, 빈칸 채우기, 선 연결하기 등의 문제를 풀며 점검한다.

MON         월        일

SAT         월        일 SUN         월        일

TUE         월        일 WED         월        일 THU         월        일 FRI         월        일

MON         월        일

SAT         월        일 SUN         월        일

TUE         월        일 WED         월        일 THU         월        일 FRI         월        일

1학기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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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2주전)

⁎4주차 (1주전)

EBS 수능특강의 변형 문제, 내신형 문제, 서답형/서술형 문제를 풀면서 각 작품을 바르게 이해하고 숙지하였는지 확인한다.

자신의 취약한 부분은 그때그때 체크하여 보강한다.

각 작품들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리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점검한다. 

시험 당일까지 암기해야 할 부분은 따로 노트에 정리하고, 시험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한다.

“경험이 무슨 일을 할지 말해 주고, 자신감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MON         월        일

SAT         월        일 SUN         월        일

TUE         월        일 WED         월        일 THU         월        일 FRI         월        일

MON         월        일

SAT         월        일 SUN         월        일

TUE         월        일 WED         월        일 THU         월        일 FRI         월        일

Stanley Roger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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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과 특징

02
고전 시가

02
고전 시가

동동

   열두 달의 특성과 세시 풍속에 맞추어 임과 이별한 여인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고려 가요이다.

정월의 냇물은 / 아으 얼고자 녹고자 하는데

세상 가운데 나서는 / 몸이여 홀로 지내가는구나

아으 동동(動動)다리  <정월 노래>

이월의 보름에 / 아으 높이 켠 / ㉠등불 같구나

만인(萬人) 비추실 모습이로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2월 노래>

사월 아니 잊어 / 아으 오시는구나, ㉡꾀꼬리 새여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 옛 나를 잊고 계신가

아으 동동(動動)다리  <4월 노래>

팔월 보름에 / 아으 ㉣가윗날이지만

임을 모시고 지내야 / 오늘날이 가윗날이로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8월 노래>

시월에 / 아으 저며 놓은 ㉤보리수나무 같구나

꺾어 버리신 후에 / 지니실 한 분이 없으시도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10월 노래>

대조 봄이 오는 모습

:   모든 연에서 반복되는 감탄사 

–시상을 집중함.

화자

:   매 연의 마지막에서 반복되는 후렴구–특별한 의미는 없음. 리듬감·통일성·형태적 안정감을 조성함.(동동: 북소리로 

추정되며 작품의 제목으로 활용됨. / 다리: 악기 소리로 추정됨.)

고독(孤獨)–홀로 살아가는 외로움정월 노래

연등제 훌륭한 인격을 지닌 임의 비유

송축(頌祝)–빼어난 임의 인격 예찬2월 노래

대조 잊지 않고 온다는 점에서 (오지 않는) 임과 대조됨.

고려 시대 관직명(임을 가리킴.)

애련(哀戀)–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4월 노래

한가위 한가위

임을 모셔 지내야만 오늘이 한가윗날임. = 임이 없어 한가위의 즐거움이 없음.

연모(戀慕)–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8월 노래

잘게 썬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 비유

애련(哀戀)–임에게 버림받은 슬픔10월 노래

시를 현대어로 풀기

정월 노래 ��정월�냇물은�/�아아,�얼었다�녹았다�하는데�/�세상�가운데에�태어나서�/�이�몸이여,�홀로�살아가는구나.

2월 노래 ��2월�보름에�/�아아,�높이�켜�놓은�/�연등�등불�같구나.�/�만인을�비추실�모습이시도다.

4월 노래 ��4월을�잊지�않고�/�아아,�오는구나,�꾀꼬리�새여.�/�무엇�때문에�녹사님은�/�옛날의�나를�잊고�계신가?

8월 노래 ��8월�보름(한가위)은�/�아아,�한가윗날이지마는�/�임을�모시고�지내야만�/�오늘이�(진정한)�한가윗날입니다.

10월 노래 ����10월에�/�아아,�잘게�썬�보리수나무�같구나.�/�꺾어�버리신�후에�/�(이를)�지니실�한�분이�없으시도다.

작품 감상과 이해의 길라잡이

이 작품은 열두 달의 특성과 세시 

풍속에 맞추어 임에 대한 여인의 정

성과 기원, 떠나 버린 임에 대한 원

망과 한스러움, 그리움 등을 진솔하

게 표현하고 있는 고려 가요이다. 

여러 연이 중첩되어 한 편의 작품을 

이루는 분연체 형식과 후렴구의 사

용 등에서 고려 가요의 전형적 특징

을 보여 주는 작품으로,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월령체(月令體) 노래이

기도 하다. 1연은 서사, 2연~13연은 

정월~12월에 해당한다.

●	 		작품의	전체	구조

서사(1연)

덕과 복을 기림.(궁중 음악으로 수용

되면서 추가된 내용으로 추정)

본사(2~13연)

열두 달에 따라 임과 이별한 여인의 

심정을 형상화함.

●	 		월령체(月令體)

일 년 열두 달을 차례대로 맞추어 나

가며 읊는 시가 형식으로, 달거리라

고도 한다. 매 달을 한 절로 해서 보

통 12개의 분절로 이루어지지만 서사

를 붙여 13개의 분절로 구성되는 경

우도 있다. 각 달별로 기후, 생활 모

습, 세시 풍속 등을 반영하여 당시 사

람들의 구체적인 생활을 보여 주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인 작품은 고려 

가요 「동동」과 가사 「농가월령가」인

데, 특히 「동동」은 열두 달에 따른 삶

의 모습과 세시 풍속을 진솔한 사랑

의 감정과 연관 지어 표현함으로써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정서를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A]

구분 월 소재 의미

임을 비유함. 2월 높이 켠 등불 훌륭한 인격을 지닌 임

화자를 비유함. 10월 보리수나무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

●	 		임과	화자를	비유한	소재

월 소재 정서

정월 냇물 화자의 처지와 대조됨. → 외로움

4월 꾀꼬리 새 오지 않는 임과 대조됨. → 안타까움과 원망

●	 		화자의	정서를	자극하는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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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교재	046쪽

_	작자	미상

Fact Check본문 팩트 확인을 통한 문제 해결력 향상!기본 실력 다지기01
고전 시가

「공무도하가」는 선경후정 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02 ��선경후정(先景後情): ‘먼저 경치를 묘

사하고 나중에 뜻을 표현한다.’라는 뜻

으로, 앞에서는 풍경을 그리듯이 보여 

주고 뒤에서는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

는 시상 전개 방식.

「공무도하가」는 ‘물’의 상징적 의미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과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03

「공무도하가」에는 대상의 행동과 그에 대한 화자의 반응이 나타나 있다.04

「공무도하가」의 1구에는 대상에 대한 염려와 애원, 만류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05

「공무도하가」의 4구의 ‘어찌할꼬’에는 대상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담겨 있다.06

「헌화가」는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 하여 표현하고 있다.07 ��감정�이입(感情移入): 자기가 갖고 있

는 감정을 자신 이외의 사람이나 사물

에 불어넣어서 마치 그 대상이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

법.

��위력(威力): 상대를 압도할 만큼 강력

함. 또는 그런 힘.

��매혹(魅惑)되다: 마음이 다른 것에 사

로잡혀 넘어가다.

��구애(求愛): 이성에게 사랑을 구함.

「헌화가」에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헌신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08

「헌화가」의 2구는 대상의 아름다움이 지닌 위력 , 대상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화자의 상

태가 행위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09

「헌화가」의 3구는 가정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구애 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10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는 상대를 추켜세웠다가 뒤에서 깎아내리는 반전을 

통해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11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는 대구법과 대조법, 반어법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12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의 화자는 적장 을 제압하려는 의연한 기상과 기개를 

지니고 있다.

13 ��적장(敵將): 적의 장수.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에서 화자는 자신의 소망을 직설적 으로 드러내고 있

다.

14 ��직설적(直說的): 꾸미거나 둘러대지 

않고 바른대로 말하는 것.

「공무도하가」는 대상과의 이별이 시작(詩作) 의 계기가 되고 있다.01

작품의 종합적 이해

세�편의�시가�작품에�대한�설명이다.�맞으면�O,�틀리면�X표�하시오.�[01~14]

화자의 의도 이해

1~2구 3구 4구

( 찬양 / 조롱 ) ( 경고 / 동경 ) ( 애원 / 위협 )

「수나라�장수�우중문에게�보내는�시」의�각�구에�담긴�화자의�궁극적�의도를�다음과�같이�정리할�

때�괄호�안에서�알맞은�말을�고르시오.

17

소재의 상징적 의미 이해

1구: (    ) 3구: 죽음2구: (    )

「공무도하가」에�나타난�‘물’의�상징적�의미를�다음과�같이�정리할�때�빈칸에�들어갈�알맞은�말을�

쓰시오.

15

��시작(詩作): 시를 지음.

정
답 01 O   02 X   03 O   04 O   05 O   06 X   07 X   08 O   09 O   10 O   11 O   12 X   13 O   14 O   15 사랑, 이별   16 꽃   17 조롱, 경고, 위협

시어의 의미 이해

「헌화가」에서�시적�대상에�대한�화자의�마음이�담긴�시어를�찾아�쓰시오.16

053고전 시가•01 공무도하가 / 헌화가 /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

고
전

 시
가

이 책의

EBS 수능특강에 수록된 문학 작품을 자습서 이상으로 상세하게 분석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를 패턴화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단계별로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해

결력을 기르도록 하였습니다.

작품의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작품을 자세하게 분석하였으며, 중

요한 내용을 도표, 도식 등의 형태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요한 내용은 도표로 정리하거나 도식화하여 한눈에 파악하도록 

하고, ‘실력 더하기’를 통해 기본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    현대시의 경우 작품을 쉽게 이해하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시

를 이야기로 풀기’를, 고전 시가의 경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시를 현대어로 풀기’를 수록하였습니다.

작품 분석

문제를 패턴화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수능

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시험이나 수능에 꼭 출제되는 내용을 OX 표시하기 형태로 출

제하였습니다.

•    작품의 특징이나 내용을 작품에서 찾아 쓰기, 기호로 쓰기 등 다양한 

형태로 출제하였습니다.

•    작품에 사용된 시어나 소재의 의미 등에 관한 내용을 선으로 연결하

기, 빈칸 채우기 형태로 출제하였습니다.

기본 실력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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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핵심 내용을 한 페이지에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작품을 빠른 시

간 안에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작품을 한눈에 정리하도록 반드시 익혀야 할 내용만을 수록하

였습니다.

•    작품의 전개 과정/구조: 작품 전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단계별로 압

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전체 줄거리: 고전 산문이나 현대 소설, 극의 경우에는 작품의 전체 줄거

리를 제시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EBS 교재에 수록

된 부분 외에서 출제되는 수능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 외 학교 시험이나 수능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모두 수록하였

습니다.

Think Up!학교 시험 & 수능 완벽 대비내신  수능 대비 문제

세 편의 시가 작품의 화자가 지닌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①   대상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자연물에 빗대어 은근히 전달하고 있다.

②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다.

④   자신의 뜻을 대상에게 전달하여 소망을 이루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⑤   자신의 소망과 달리 행동하는 대상에 대한 원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소연하다: 억울한 일이나 잘못된 일, 

딱한 사정 따위를 말하다.

1
화자의 태도 이해수능특강 엿보기 문제

「공무도하가」(A)와 「헌화가」(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A와 B 모두 감정 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②   A와 B 모두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공간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A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B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A는 명령형 표현을 통해, B는 가정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⑤   A는 피동 표현 을 통해 화자의 절망감을, B는 사동 표현 을 통해 대상의 위력을 부

각하고 있다.

  피동(被動) 표현: 남의 행동을 입어서 

행해지는 동작을 나타내는 문장 표현. 

피동 접미사(-이-, -히-, -리-, -

기-)를 활용하여 표현하며, 어간에 ‘-

아/-어지다’를 결합시켜 나타내기도 

한다.

  사동(使動) 표현: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 함을 나타내는 문장 표현. 

사동 접미사(-이-, -히-, -리-, -

기-, -우-, -구-, -추-)를 활용하여 

표현하며, 어간에 ‘-게 하다’를 결합시

켜 나타내기도 한다.

2
작품 간의 비교 감상출제 예감

<보기>를 참고하여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

은 것은?

①   ‘신기한 계책’과 ‘묘한 계산’은 상대에 대한 칭찬이라고 볼 수 없겠군.

②   ‘천문을 꿰뚫고’ ‘지리에 통달’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화자라고 볼 수 있겠군. 

③   상대가 ‘싸움에 이’긴 것은 화자의 고의에 따른 것이었겠군. 

④   ‘공’이 ‘이미 높’다는 것은 더 이상은 공을 세울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⑤   화자는 상대가 질 것을 알고 ‘그만두길 바’란다고 애원하고 있는 것이겠군.

살수대첩은 고구려 영양왕 23년(612)에 고구려와 수나라가 살수에서 벌인 큰 싸움이

다. 수나라가 고구려를 정복하려고 200만 대군을 인솔하고 쳐들어왔으나, 을지문덕 장

군이 지휘한 고구려 군사가 살수를 건너온 수나라의 군대 30만 5000여 명을 몰살하였

다. 당시 을지문덕은 거짓으로 패하면서 적군을 유인한 후 이 작품을 지어 보냈다.

| 보기 |

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수능특강 엿보기 문제

<보기>는 「헌화가」의 배경 설화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의 의미를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대상과 화자 사이의 변함없는 애정을 상징한다.

②   대상이 욕망하는 가치이자 화자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③   대상에게는 과거에 대한 회한을, 화자에게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한다.

④   대상에게는 좌절을 경험하는 계기가, 화자에게는 좌절을 극복하는 계기가 된다.

⑤   대상의 소망 실현을 방해하는 장애물로서, 화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동기가 된다.

신라 성덕왕 때 강릉 태수로 부임하던 순정공의 아내 수로 부인은 높은 절벽 꼭대기

에 철쭉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는 자신에게 꺾어다 바칠 사람이 없느냐고 시종 들에게 

묻는다. 그러나 시종들은 모두 위험하여 불가하다고  말하는데, 마침 암소를 몰고 가던 

노인이 옆에 있다가 부인의 말을 듣고는 꽃을 꺾어 바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

| 보기 |

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수능특강 엿보기 문제

  시종(侍從): 남의 시중을 드는 사람.

  불가(不可)하다: 가능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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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06쪽

View Point작품 완벽 정리작품 한눈에 보기

  작품 감상

조선 후기에 인기를 끌며 가창되었던 십이 가사 중의 한 작품으로, 이별 후 돌아오지 않는 임을 원망하면서 임이 

속히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임이 오지 않는 이유를 묻거나 추측하는 의문형 문장

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 오지 않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임과 만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부각하고 있다. 통속성 과 유흥성 을 특징으로 하는 갈래인 만큼, 여러 갈래의 기존 작

품들에서 청중에게 익숙한 구절을 차용하고 조합해서 노랫말을 구성한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또한 가창을 고려

한 반복과 병렬이 두드러지고, 후렴구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연행 과정의 즉흥성  또는 구비성 을 드러내

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통속성(通俗性): 비전문적이고 대체로 

저속하며 일반 대중에게 쉽게 통할 수 

있는 성질.

��유흥성(遊興性): 흥겹게 노는 성질.

��즉흥성(卽興性): 그 자리에서 바로 일

어나는 감흥이나 기분에 따라 하는 성

질.

��구비성(口碑性): 주로 서민들 사이에

서, 말로 전하여지는 성질.

  특징 정리

•가창에 적합한 4음보의 율격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임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이나 소재를 열거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특정 시구의 반복과 대구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다양한 대상을 청자로 설정하여 말을 건네고 있다.

•  추측을 나타내는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여러 갈래의 작품들에서 차용한 표현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임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  슬픈 노랫말과 관계없는 흥겨운 후렴구를 사용하고 있다.

‘춘수가∨만사택하니∨물이 깊어∨못 오던가’

‘~이/가 ~하니 ~이/가 ~어/아 못 오던가’

‘개’, ‘물’, ‘산’, ‘달’(23구)

‘자네·너’(임), ‘아해’, ‘달’(20구)

-ㄴ가, -ㄴ고, -더냐

‘병풍에 그린 황계 수탉이 ~ 꼬꾀요 울거든 오려는가’

‘이 아해야 말 듣소’, ‘지어자 좋을시고’

갈래 가사, 가창 가사 화자 임과 헤어져 임을 그리워하는 사람

성격 서정적, 애상적, 낭만적

주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재회에 대한 소망

구성

•1~3구: 임이 오지 않아 슬프고 답답함.

•4~9구: 임이 오지 않는 이유를 추측함.

•10~16구: 임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17~25구: 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람.

  핵심 정리

  시어 및 시구의 의미와 역할

‘개’,�‘물’,�‘산’,�‘달’(23구)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

‘황하수’와�‘도대선’ 화자가 소망하는 임과의 관계–영원히 함께함.

‘달’(20구) 화자와 임을 연결하는 매개체

  반복적 표현

통사�구조의�반복과�대구
•‘춘수가 만사택하니 물이 깊어 못 오던가’ 등

•‘너는 죽어 황하수 되고 나는 죽어 도대선 되어’ 등

시구(후렴구)의�반복
•‘이 아해야 말 듣소’

•‘지어자 좋을시고’

의문형�어미의�반복 -ㄴ가, -ㄴ고, -더냐

  작품의 전개 과정

갑작스러운 이별 후 임의 소식

조차 알 수 없음.
임이 오지 않는 이유를 묻고 추측함.

죽어서라도 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함.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오지 않는 임

에 대한 그리

움, 원망

임과 만날 수 없는 현

실에 대한 답답함, 안

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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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Check학교 시험+수능에 꼭 출제되는 내용 정리작품 완전 분석

 다음은 작품을 분석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사랑하는 임과 사별한  슬픔과 한을 노래한 고대 가요이다.01   사별(死別)하다: 죽어서 이별하다.

백수 광부의 아내, 「공무도하가」

꽃을 꺾어 바치며 대상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4구체 향가이다.07

견우 노인, 「헌화가」

적장에 대한 조롱과 야유를 통해 장수의 기개와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는 한시이다.13

을지문덕,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

‘물’의 상징적 의미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과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03 사랑 → 이별 → 죽음

1구에서는 대상을 호명한 후 명령형 문장을 통해 대상의 행동을 만류하고 있는데, 여기에

는 사랑을 지키려는 화자의 의지가 바탕에 깔려 있다.

04
‘임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

2~3구에서는 화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행되는  대상의 행동(물을 건넘. 물에 빠져 죽

음.)과 그로 인한 단절의 상황(이별, 죽음)이 그려지고 있다.

05   결행(決行)되다: 일이나 계획 따위가 

어떤 일에도 변함이 없이 결단되어 실

행되다.

4구에서는 2~3구에 나타난 대상의 행동으로 인한 화자의 정서(체념과 슬픔)가 의문형 문

장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06
‘어찌할꼬’

1구에서는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공간을 형상화하고 있다.08 ‘자줏빛 바위 가’

2구에서는 대상의 아름다움이 지닌 위력, 대상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화자의 상태가 행위

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09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4구에서는 대상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위를 통해, 대상을 향한 화자 자신의 욕망을 충족

시키려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11

‘꽃’은 대상이 욕망하는 가치(아름다움)이자 화자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다.12

추켜세웠다가 뒤에서 깎아내리는 억양법 을 통해 상대를 제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14   억양법(抑揚法): 우선 누르고 후에 올

리거나, 우선 올리고 후에 누르는 방식

으로 문세(文勢)에 기복을 두어 효과

를 노리는 수사법. 예를 들면 ‘그는 모

자라지만 착실한 사람이야.’ 따위가 있

다.

거짓된 과장과 칭찬을 통해 조롱과 경고, 위협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15

1~2구에서는 대구법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며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16

4구에서는 화자의 소망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17 ‘그만두길 바라겠소’

3구에서는 가정적 표현을 활용하여 행위의 전제 조건을 제시하는 한편, 대상에 대한 구애

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10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대상(임)의 행동과 그에 대한 화자의 반응이 나타나 있다.02
1구

대상이 물을

건너려고 함.

염려, 애원, 만류

2구

대상이 물을 건넘.

초조, 불안

3구

대상이 물에 빠져

죽음.

절망

4구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

슬픔, 체념

057고전 시가•01 공무도하가 / 헌화가 /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

고
전

 시
가

‘작품 분석’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내용, ‘기본 실력 다지기’에서 풀었던 내

용을 모두 문제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시험이나 수능에 완벽하게 대

비할 수 있습니다.

•    객관식 문제: ‘작품 분석’과 ‘기본 실력 다지기’, 기출 문제를 이용하여 문

제를 만들었습니다.

•    서답형/서술형 문제: 작품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내용, 작품의 주제 등을 

학교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서답형/서술형 문제로 제시하였습니다.

내신 수능 대비 문제

작품 한눈에 보기

짧은 시간 안에 작품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작품의 중요한 내용을 한 페이지

에 모두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시험이나 수능에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작품의 표현상/서술상 특징, 전개 방식 등 학교 시험이나 수능에 꼭 출

제되는 내용을 모두 제시하였습니다.

•      작품에 쓰인 표현 방법, 화자/서술자 등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   작품의 중요한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중요 내용을 도표나 도식으로 제시

하였습니다.

작품 완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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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래 작품명(작가) 주제 핵심 내용 쪽

01
[현대시]

1930년대

여승

(백석)

한 여인의 비극적 삶에서 느끼

는 서러움

일제 강점기에 힘겨운 삶을 살다가 여승이 된 여인의 기구한 삶을 통해 민족의 비

극적 현실을 형상화함.
010

02

[고전 시가]

조선 중기

샛별 지자 종다리 떴다

(이재)

건강한 농촌 생활에 대한 만족

감 
건강한 농촌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시조임.

014
[고전 시가]

조선 후기

시비에 개 짖거늘

(작자 미상)
임에 대한 그리움

화자를 착각하게 만든 개에게 원망을 표출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

는 시조임.

[고전 시가]

조선 후기

논밭 갈아 김매고

(작자 미상)

힘든 농사일 속에 누리는 여유

로움과 흥겨움

바쁜 일상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소박한 농부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린 사설

시조임.

03
[현대 소설]

1980년대

원미동 시인

(양귀자)

소시민의 일상적 삶의 모습과 

인간다운 삶에 대한 추구

어린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 소시민의 위선을 보여 주는 소

설임.
018

04
[고전 소설]

조선 후기

상사동기

(작자 미상)

신분의 차이를 극복한 김생과 

영영의 사랑

남녀 주인공이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을 성취한다는 내용의 애정 소설로, 

근대적 의식이 반영됨.
023

05
[극]

1970년대

출세기

(윤대성)

대중 매체에 의한 인간의 상품

화와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
상업주의에 물든 매스컴의 행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희곡임. 028

06
[현대 수필]

1990년대

관용은 자기와 다른 것,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한 애정입니다

(신영복)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한 관용과 

사랑의 중요성

글쓴이가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을 여행하며 관용과 화해의 의미에 대해 느낀 바를 

기록함.
033

07
[현대시]

1950년대
보리피리(한하운) 어린 시절의 향수와 삶의 정한 어린 시절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인생에 대한 애환을 서정적으로 그려 냄. 038

08

[고전 시가]

남북국 시대

안민가

(충담사)

치국안민(治國安民)의 도 / 국

태민안(國泰民安)의 이상

위정자와 백성이 도리를 다할 때 국가가 평안할 것이라는 권계(勸戒)의 내용을 담

은 10구체 향가임.
042

[고전 시가]

조선 전기

용비어천가

(정인지 외)

조선 왕조 건국의 정당성 및 사

적 찬양, 후대 왕에 대한 권계

악장의 효시로 불리는 작품으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고 왕조의 무궁한 발

전을 기원하는 한편 후대왕에 대한 권계의 뜻을 전함.

09
[현대 소설]

1980년대

우상의 눈물

(전상국)

진실과 호의를 가장한 위선과 

전체주의적 폭력

교실을 배경으로 하여, 진실과 호의를 가장한 위선의 무서움과 전체주의적 질서

의 폭력성을 보여 줌.
046

교과서 개념 학습PART 1

시대 작품명(작가) 주제 핵심 내용 쪽

01

상고 시대
공무도하가

(백수 광부의 아내)
임을 여읜 슬픔과 한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서정 가요로, 임과 이별한 슬픔과 한을 노래한 고대 가요

임.

052삼국 시대 헌화가(견우 노인) 꽃을 바치며 사랑을 고백함. 소를 몰고 가던 노인이 수로 부인에게 절벽의 꽃을 바치며 불렀다는 4구체 향가임.

삼국 시대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을지문덕)
적장에 대한 조롱과 경고

살수대첩에 앞서 고구려의 장수 을지문덕이 수나라의 장수 우중문에게 항복을 요

구하며 보낸 한시임.

02 고려 시대 동동(작자 미상) 임에 대한 송축과 연모, 애련 열두 달의 특성, 세시 풍속에 따라 임과 이별한 여인의 심정을 노래한 고려 가요임. 058

03 조선 후기
황계사

(작자 미상)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재

회에 대한 소망

조선 후기에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며 가창되었던 십이 가사 중의 하나로, 오지 않

는 임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을 노래함.
064

04

고려 시대
이화에 월백하고

(이조년)
봄밤에 느끼는 애상과 우수 봄밤에 느끼는 애상과 우수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시조임.

070

조선 전기
까마귀 눈비 맞아

(박팽년)
변하지 않는 절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임(단종)에 대한 충성심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노래하고 

있는 시조임.

05

조선 중기
이별하던 날에

(홍서봉)

민족적 비극 앞에서 느끼는 울

분과 비애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가는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 등의 모습을 보

며 느끼는 애통함을 담은 시조임.
076

조선 후기
농부의 집에 쓰다

(이덕무)

한가로운 농촌에서의 삶에 대

한 지향

한가로운 농촌에서의 삶을 지향하는 한시로, 향토적이고 일상적인 소재를 사용하

여 정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함.

고전 시가PART 2

이 책에 수록된  EBS 수능특강 작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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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작품명(작가) 주제 핵심 내용 쪽

06

조선 전기
말은 가자 울고

(작자 미상)
이별의 슬픔과 안타까움

붙잡는 임을 뿌리치고 떠나가야 하는 슬픈 마음과 이별의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는 시조임.
082

조선 후기
임 이별 하올 적에

(안민영)
이별에 대한 아쉬움과 슬픔 임과의 이별에 대한 아쉬움과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시조임.

07

조선 후기
뒤뜰에 봄이 깊으니

(작자 미상)
봄날에 느끼는 외로움

봄날을 즐기는 꾀꼬리를 객관적 상관물로 삼아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사설시조임.

088

조선 후기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

(작자 미상)

임을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
날아가는 외기러기를 객관적 상관물로 삼아 임을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노래

하고 있는 사설시조임.

08 조선 후기 조홍시가(박인로) 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효심 부모님에 대한 효를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연시조임. 094

09 조선 전기
만분가

(조위)

유배의 억울함에 대한 한탄과 연

군의 정
작가가 유배지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 지은 가사임. 100

10 조선 후기
복선화음가

(작자 미상)

부녀자의 올바른 삶에 대한 경계 

및 교훈

괴똥어미의 이야기를 통해 시집가는 딸에게 교훈을 주어 괴똥어미와 같은 삶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가사임.
107

11 조선 후기
일동장유가

(김인겸)

일본 방문의 여정과 견문에 대한 

감상

작가가 통신사의 일행으로서 일본에 갔다가 이듬해 돌아올 때까지의 여정과 견문

을 기록한 장편 기행 가사임.
114

12 조선 중기
견흥

(허난설헌)

임이 지조를 지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
임이 화자에 대한 지조를 지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한시임. 121

13 조선 후기 방물가(작자 미상) 이별을 앞둔 남녀의 갈등 이별을 거부하는 여인에게 여러 가지 방물을 주어 회유하려는 잡가임. 127

14

조선 후기 어사용(작자 미상) 나무꾼으로 살아가는 이의 고된 삶 나무꾼들이 부른 노동요로, 화자가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을 토로함.

133
조선 후기

베틀 노래

(작자 미상)

베를 짜는 과정에서 느끼는 여유

와 가족애
베 짜는 과정을 표현한 노동요로, 베 짜는 여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음.

15

조선 후기
영립

(김삿갓)

방랑 생활을 통해 체득한 소탈한 

삶의 태도에 대한 자부심
방랑의 생활과 소탈한 삶에 대한 화자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 한시임.

139

조선 후기
원생원

(김삿갓)

마땅치 않은 마을 유지들에 대한 

풍자
마을의 유지들을 동물에 빗대어 희화화하며 풍자하고 있는 한시임.

시대 작품명(작가) 주제 핵심 내용 쪽

01 1930년대
거짓 이별

(한용운)

‘당신’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재

회에 대한 소망

‘이별’이라는 객관적 상황을, ‘거짓 이별’로 규정하는 주관적 의지를 통해 극복하

려는 사랑의 자세를 노래함.
146

02 1950년대 맹세(조지훈) 임에 대한 절대적이고 영원한 사랑 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맹세를 노래함. 152

03 1920년대 접동새(김소월) 애절한 혈육의 정과 한 접동새 설화를 모티프로 하여 민족 고유의 정서인 한을 노래함. 158

04 1940년대
수철리

(김광균)
누이동생의 무덤에서 느낀 감회 누이동생의 무덤에서 화자가 느끼는 감회를 표현함. 164

05 1930년대
싸늘한 이마

(박용철)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위로가 

되는 존재에 대한 소망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위로가 되는 존재에 대한 소망을 드러냄. 170

06 1970년대
월훈

(박용래)
산촌의 적막감과 노인의 고독감

외딴집에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과 외로움을 ‘겨울 귀뚜라미’의 울음소리와 ‘월

훈’ 등의 소재로 표현함.
176

07 1930년대
그의 반

(정지용)

고결하고 위대한 절대적 존재에 

대한 경배와 믿음
고결하고 위대한 절대적 존재에 대한 경배와 믿음을 드러냄. 182

08 1990년대
사랑법

(강은교)

침묵 속의 응시와 성찰로 일궈 가

는 삶의 새로운 지평
내면의 응시와 긴 침묵을 통해 새로운 인식의 지평이 열릴 수 있음을 표현함. 188

09 1990년대 학(유치환) 인간 존재의 근원적 고독 화자의 정서를 ‘학’이라는 자연물에 투영시켜 인간 존재의 근원적 고독을 노래함. 194

10 1980년대
저 새

(김용택)

암울한 현실에 대한 비판과 공동

체적 삶에 대한 열망

1980년대의 폭압적 시대 상황을 고발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공동체적 삶의 회

복을 소망함.
200

11 1940년대
참회록

(윤동주)
자기 성찰을 통한 현실 극복 의지

치욕스러운 역사와 어두운 시대 상황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온 삶에 대한 부끄

러움을 고백하며 자기 성찰의 의지를 드러냄.
206

12 1960년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신동엽)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 자유

롭고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갈망

대표적인 참여시로, 민중을 억압하는 암담하고 거짓된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노래함.
212

현대시PART 3

EBS 수특 평가문제집(001-008)_부속.indd   7 23. 2. 8.   오후 3:47



시대 작품명(작가) 주제 핵심 내용 쪽

13 1950년대
층층계

(박목월)

고달픈 현실과 가장으로서의 아

버지의 자책

가난과 추위 속에서 잠든 가족들을 바라보며 가장으로서의 자책감과 안타까움을 

드러냄.
218

14 2000년대
동그라미

(이대흠)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

‘ㅇ’ 받침을 많이 사용하시는 어머니의 사투리를 통해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희생

과 사랑을 그림.
224

15 1950년대
초토의 시 1

(구상)

전쟁의 폐허 속에서 발견한 미래

에 대한 희망
전쟁의 비참함 속에서 발견한 희망에 대해 노래함. 230

16 1980년대
새벽 편지

(곽재구)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발견한 

사랑과 희망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세상에 대한 기다림을 노래함. 236

17 1990년대
폐촌행

(신경림)

퇴락한 공간에서 느끼는 무상감

과, 나아지지 않는 민중적 삶에 

대한 안타까움

퇴락한 공간에서 느끼는 무상감과, 나아지지 않는 민중적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함.
242

18 1990년대
세한도

(고재종)

힘겨운 농촌의 현실을 극복하려

는 의지와 희망

김정희의 그림 「세한도」를 모티프로 삼아 농촌의 힘겨운 현실을 형상화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희망을 표현함.
248

19 1990년대
궁금한 일–박수근의 

그림에서(장석남)

예술과 일상의 일치에 대한 지향

과, 현실의 한계로 인한 애상감
박수근의 그림을 소재로 하여, 그의 삶과 죽음, 예술에 대한 생각을 노래함. 254

20 1970년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김명인)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이

루고자 분투하는 인간의 고뇌와 

집념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를 화자로 내세워,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이루

고자 분투하는 인간의 고뇌와 집념을 형상화함.
260

21 1980년대
나팔꽃

(송수권)

끊임없이 뻗어 나가는 나팔꽃을 

통해 바라본 인생의 의미
끊임없이 뻗어 나가는 나팔꽃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성찰함. 266

21 2000년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정끝별)

어려움을 이겨 내기 위한 용기와 

협력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모습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 내기 위해서는 

용기와 협력이 중요함을 말함.
272

시대 작품명(작가) 주제 핵심 내용 쪽

01

연대 미상
이야기꾼 오물음

(작자 미상)

오물음의 뛰어난 이야기 실력 / 

물질적 욕망의 허망함 / 나누고 

베푸는 삶의 중요성

이야기꾼 오물음의 일화를 다룬 글(민담, 야담)로, 오물음이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 

나누고 베푸는 삶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한편, 이야기꾼으로서의 오물음의 역량을 

부각함.
280

연대 미상
이야기 주머니

(작자 미상)

‘이야기’(구술 문화)에 닥친 위기

와 그 극복

강원도 지방에서 내려오는 설화를 채록한 것으로, ‘이야기를 주머니에 가두었다 

풀어 주는’ 이야기를 통해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 사이에서 일어난 문화사적 변화

를 은유적으로 보여 줌.

02 신라 시대
조신의 꿈

(작자 미상)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

세속적 욕망과 그에 대한 집착은 헛된 것이고 고통의 근원이라는 불교적인 주제

를, 환몽 구조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설화임.
287

03 고려 시대
공방전

(임춘)

돈이 우선시되는 세태 비판 / 재

물에 대한 인간의 탐욕 경계

엽전(돈)을 의인화하여 그 내력과 행적을 서술한 가전으로, 재물에 대한 탐욕을 

경계함.
294

04 조선 후기
숙향전

(작자 미상)

어려움을 극복한 사랑의 실현 / 

시공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천상에서 죄를 지은 두 남녀가 지상계로 내려와 온갖 시련을 극복한 후 천생연분

으로 결연을 맺고 천상계로 복귀하는 영웅 소설적 구조의 애정 소설임.
301

05 조선 후기
방한림전

(작자 미상)

사회적 금기를 벗어나 주체적 삶

을 살고자 하는 여성의 모습

영웅적 기상을 가진 여주인공이 평생 남장을 한 채 영웅적 삶을 살아간다는 내용

의 영웅 소설임.
308

06 조선 후기
창선감의록

(조성기)
가문의 화목과 국가의 안정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사대부 집안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 권선징악과 효제(孝

悌)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가정 소설임.
315

07 조선 후기
김영철전

(홍세태)

전란으로 인한 민중의 고통과 애

환

평범한 한 인물이 명과 후금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평생 고통을 

받는 이야기를 다룸.
322

08 조선 후기
광문자전

(박지원)

신의 있는 생활 자세와 허욕을 부

리지 않는 삶의 태도 추구 / 권모술

수가 판을 치는 사회에 대한 풍자

신분은 미천하지만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으며 신뢰할 수 있는 주인공을 내세워 

건강하고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함.
329

09 조선 후기
토끼전

(작자 미상)

임금에 대한 충성심 / 조선 후기 

집권층의 횡포와 무능함
우화의 방식을 통해 무능한 집권층과 당대 사회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담음. 336

10 조선 후기
심청가

(작자 미상)
심청의 지극한 효성

판소리 다섯 마당 가운데 하나로, ‘효(孝)’를 주제로 하여 비장미와 해학미를 동시

에 드러냄.
344

11 연대 미상
차사본풀이

(작자 미상)
강림이 저승 차사가 된 내력

제주도 지방에서 전해지는 무속 신화(서사 무가)로, 이승의 차사였던 강림이 저승 

차사로 좌정하게 된 내력을 풀이하면서 죽음과 사후 세계를 본격적으로 다룸.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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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념 학습

여승

   일제 강점기에 힘겨운 삶을 살다가 여승이 된 여인의 기구한 삶을 통해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백석(1912~1996):�초기에는�평북�방언과�
토속적인�소재로�농촌�공동체의�원형
적�정서를�그려�냈으며,�후기에는�여행�
체험을�바탕으로�한�풍물시와�모더니
즘�시풍을�보임.�민속과�전설의�세계,�
향토색�짙은�서정의�세계를�잘�드러냈
으며,�방언과�토속어,�고유어를�빈번하
게�사용하여�시어의�영역을�넓히고�공
동체�의식을�표현함.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여승과 화자의 재회(현재) 1연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점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여인과의 첫 만남(과거) 2연

섶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여인의 비극적인 삶(과거) 3연

산(山)꿩도 섧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시적 대상 - 서사의 주인공

여승의 탈속적 이미지를 후각적으로 형상화함. - 자연에 오래 있어 자연과 동화됨.

여승이 되었어도 예전 속세에서의 고통스럽고 서러웠던 삶의 흔적이 여전히 느껴짐.

여승이 된 여인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남. - 속세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슬픔

『
『  』: 여승은 출가 전에 금점판에서 옥수수를 팖.

금광의 일터

출가 전의 여승
』

나이 어린 여인의 어렵고 힘든 삶을 형상화함. 

- 공감각적 심상(청각의 촉각화)

여인의 남편은 일을 한다고 나간 후 돌아오지 않음.

재래종의 일벌

일제 강점하 가족 공동체의 해체 현상 

→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상황

어린 딸의 죽음을 에둘러 표현해 감정을 절제함. -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심화시킴.

감정 이입 - 청각적 이미지

현실의 고통을 초탈하기 위한 공간

『
중의적 표현 - ① 눈물방울처럼 ② 눈물방울과 함께

『  』: 시각적 이미지, 하강 이미지를 통해 한을 형상화함.

한을 이기지 못하고 여승이 되는 여인(과거)4연

』

시를 이야기로 풀기

1연 ��속세를�떠나�자연에�오래�있었던�여승은�‘나’를�재회하여�합장을�했어.�여승이�속세에서�겪었던�고통과�서러움이�고스란히�느껴져서�

‘나’는�서러워졌어.

2연 ��평안도�어느�깊은�산속의�금점판에서�‘나’는�파리한�여인에게서�옥수수를�산�적이�있었어.�그�여인은�어린�딸을�때리며�서럽게도�울었

었지.

3연 ��여인의�남편은�일을�하러�나간�후�십�년째�돌아오지�않았대.�여인의�딸은�어린�나이에�죽고�말았지.

4연 ��산꿩도�서러운�듯이�운�슬픈�날에,�여인은�한을�이기지�못하고�결국�여승이�되었어.�삭발을�하는�여인은�서럽게�눈물을�흘렸지.

작품 감상과 이해의 길라잡이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에 힘겨운 

삶을 살다가 여승이 된 여인의 기

구한 삶을 통해 민족의 비극적 현

실을 형상화하고 있다. 시간의 흐

름에 따른 구성이 아닌, 역순행적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1연은 여인이 여승이 된 현재의 모

습이며, 2~4연은 여승이 되기까지 

여인이 겪었던 과거의 비극적인 삶

을 보여 주고 있다. 관찰자인 화자

는 연민의 시선으로 여인의 삶을 

그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촌의 

몰락과 그로 인한 가족의 이산(離

散)이라는 당대의 아픔을 잘 그려 

내고 있다.

✽��서술시:�사건, 이야기 등의 서사적인 내용을 시적 형식으로 보여 주는 형태의 시이다. 우리 근대 시사에서 서

술시의 출현은 1920년대 초반의 감상적인 시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이런 시적 경향은 전통적 시가인 

서사 민요나 사설시조와 같이 민중적인 삶을 표상하는 전통적 시가의 내적 구조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카프 계열의 작가들과 동반자 계열의 임화, 이찬, 백철과 같은 시인들뿐 아니라, 주요한, 김동환, 

김억 등의 민족주의 시인들도 서술시를 많이 썼으며, 1935년 이후에는 백석, 이용악 등의 시인들이 서정성을 

내포하는 서술시를 시도했다.

●�작품에�반영된�시대�상황

1930년대는 일제 강점기로 착취와 억

압이 심해지던 시기이다. 당시 민중은 

극빈한 생활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어려웠고, 목숨을 이어 간다고 하

더라도 행복한 가정을 꾸려 평범하게 

사는 일조차 불가능했다. 그런 상황으

로 인해 고향을 떠나 떠돌아다니거나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작품 속 여인의 삶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섶벌같이 나아간 지아비’를 찾아

다니며 행상을 하다가 ‘딸아이’마저 죽

게 되어 자신이 정착해 살 수 있는 가

족이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여인의 삶

은 식민지 현실에 희생당한 우리 민족

의 삶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화자는 

관찰자의 시선으로 여인을 애처롭게 바

라보면서, 농촌이 몰락하고 그로 인해 

가족들이 흩어지는 시대 현실의 아픔을 

잘 그려 내고 있다.

●� ��사건이�일어난�순서

여인의 남편이 떠남.(3연) → 여인이 

어린 딸과 함께 남편을 찾아 다님.(2

연) → 화자가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삼.(2연) → 여인의 어린 딸이 죽음.(3

연) → 여인이 여승이 됨.(4연) → 화

자가 여승이 된 여인과 재회함.(1연)

가지취 후각적 심상을 통해 속세와의 단절을 암시함.

불경(佛經) 종교에 귀의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기구한 삶의 역정을 암시함.

옥수수,�섶벌 여인과 남편의 가난한 삶의 모습과 관련됨.

도라지꽃 나이 어린 딸의 죽음의 이미지를 함축함.

산꿩 여인이 여승이 되던 날의 서러운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냄.

●� ��시어의�의미

시각적�이미지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 한(恨)의 이미지

청각적�이미지 산꿩도 섧게 울은 - 감정 이입

후각적�이미지 가지취의 내음새 - 탈속적 이미지

공감각적�이미지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 한(恨)의 이미지

●� ��감각적�이미지를�활용한�여인의�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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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Check본문 팩트 확인을 통한 문제 해결력 향상!기본 실력 다지기01
개념 학습

감정 이입을 통해 여인의 서러움을 표현하고 있다.02

후각적 심상을 통해 여승의 탈속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03

청각을 촉각화하여 여인의 어렵고 힘든 삶을 드러내고 있다.04

여승이 된 여인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05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승의 삶의 궤적 을 압축하여 제시하고 있다. 06 ��궤적(軌跡/軌迹): ① 수레바퀴가 지나

간 자국이라는 뜻으로, 물체가 움직이

면서 남긴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자국

이나 자취를 이르는 말. ② 어떠한 일

을 이루어 온 과정이나 흔적. 여기서는 

②의 뜻으로 쓰이고 있음.

화자와 여승을 동일시하여 여인의 삶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07

일제 강점기에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인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08

한 여인이 가족을 잃고 여승이 되기까지의 일생을 서사적으로 그리고 있다.09
일제 강점하 가족 공동체의 해체라는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다.10

작품의 종합적 이해

회상적인 어조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01

이�작품에�대한�설명이다.�맞으면�O,�틀리면�X표�하시오.�[01~10]

시상 전개 방식 이해

이�작품의�시상�전개�과정을�다음과�같이�정리할�때�㉠~㉢에�들어갈�알맞은�시제를�쓰시오.

1연

여승과 화자의 재회

2연

여인과의 첫 만남

3연

여인의 비극적인 삶

4연

한을 이기지 못하고 

여승이 되는 여인

㉠ ㉡ ㉢ 과거

18

여승의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는 것을 통해 예전 ( )에서의 삶이 고통스럽

고 서러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12

‘불경(佛經)’은 ( )에 귀의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기구한  삶의 역정을 암시한다.13 ��귀의(歸依)하다: ① 돌아가거나 돌아와 

몸을 의지하다. ② 부처와 불법(佛法)

과 승가(僧伽)로 돌아가 의지하여 구

원을 청하다. ③ 몰아의 경지에서 종교

적 절대자나 종교적 진리를 깊이 믿고 

의지하다. 여기서는 ②의 뜻으로 쓰이

고 있음.

��기구(崎嶇)하다: ① 산길이 험하다. ② 

세상살이가 순탄하지 못하고 가탈이 

많다. 여기서는 ②의 뜻으로 쓰이고 있

음.서럽게 우는 ‘( )’에는 여승이 되던 날의 여인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17

‘섶벌’같이 나간 남편을 찾기 위해 여인은 금점판에서 어린 딸과 함께 ( )를 팔며 생

계를 유지했다.

15

‘( )같이 차게’ 우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 여인의 어렵고 힘든 삶을 알 수 있다.14

‘도라지꽃’은 여인의 어린 딸의 ( )을 함축한 표현이다. 16

‘가지취의 내음새’를 통해 여승이 속세와 (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11

시어 및 시구의 의미 이해

이�작품의�시어�및�시구에�대한�설명이다.�빈칸에�들어갈�알맞은�말을�쓰시오.[11~17]

정
답

01 O   02 O   03 O   04 O   05 O   06 X   07 X   08 O   09 O   10 O   11 단절   12 속세   13 종교(불교)   14 가을밤   15 옥수수   16 죽음   

17 산꿩   18 ㉠: 현재, ㉡: 과거, ㉢: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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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Up!학교 시험 완벽 대비내신 대비 문제

윗글에�대한�설명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

①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②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비극적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③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대상의 삶의 역정 을 보여 주고 있다. 

④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⑤ 음성 상징어 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의 정서를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역정(歷程): 지금까지 지나온 경로.

��음성�상징어(音聲象徵語): 소리와 의

미의 관계가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지

는 단어. 의성어와 의태어로, ‘멍멍’, 

‘탕탕’, ‘아장아장’, ‘엉금엉금’ 따위가 

있다.

1
표현상 특징 이해2019 고1 6월 학평 변형

화자에�대한�설명으로�적절한�것은?

① 시적 대상의 삶을 관찰하고 있다.

② 자신과 시적 대상의 삶을 비교하고 있다.

③ 시적 대상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④ 시상이 전개되면서 시적 대상과 하나가 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⑤ 시적 대상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
화자의 특징 이해2019 고1 6월 학평 변형

<보기>를�바탕으로�여인의�삶이�의미하는�바를�한�문장으로�서술하시오.4
서술형 문제 

「여승」은 한 여인의 비극적 삶을 통해 일제의 식민지 수탈 로 농촌 공동체가 몰락하

고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는 당대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집을 떠난 지아비를 찾아 금점판을 떠돌다가 어린 딸마저 잃고 여승이 되어 버린 한 여

인의 기구한 인생을 4연 12행의 짧은 구성으로 밀도 있게 보여 준다. 또한 이 시의 시상

은 시간적 흐름에 따르지 않고 시간적 순서를 재구성하여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다.

��수탈(收奪): 강제로 빼앗음.

|�보기�|

[3~4]�<보기>를�읽고�3번과�4번의�두�물음에�답하시오.

<보기>를�바탕으로�윗글을�감상한�내용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

①   여인이 ‘금점판’에서 ‘옥수수’를 팔고 ‘나’가 그 ‘옥수수’를 사는 것은 농촌 공동체의 

몰락과 이를 회복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군.

②   ‘섶벌같이 나아간 지아비’가 ‘십 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은 사실은 가난으로 인

해 가족 공동체가 파괴된 모습으로 볼 수 있군.

③   ‘어린 딸’이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는 것은 남편을 찾아 떠돌다가 딸마

저 잃게 된 여인의 기구한 삶을 드러낸 것이군.

④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은 여인이 현실의 삶을 견디지 못하

고 여승이 된 날로 볼 수 있군.

⑤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재구성하여 1연에서는 여승이 된 현재 모습을, 2~4연에서는 

여승이 되기까지의 과거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2019 고1 6월 학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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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Point작품 완벽 정리작품 한눈에 보기

		작품	감상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에 힘겨운 삶을 살다가 여승이 된 여인의 기구한 삶을 통해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형상화

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 아닌, 역순행적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1연은 여인이 여승이 된 

현재의 모습이며, 2~4연은 여승이 되기까지 여인이 겪었던 과거의 비극적인 삶을 보여 주고 있다. 관찰자인 화

자는 연민의 시선으로 여인의 삶을 그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촌의 몰락과 그로 인한 가족의 이산(離散)이라는 

당대의 아픔을 잘 그려 내고 있다.

		역순행적	구성	방식

여인의 남편이 떠남.(3연) 여인이 어린 딸과 함께 남편을 찾아 다님.(2연)

화자가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삼.(2연) 여인의 어린 딸이 죽음.(3연)

여인이 여승이 됨.(4연) 화자가 여승이 된 여인과 재회함.(1연)

		특징	정리

•  회상적인 어조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감정 이입 을 통해 여인의 서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  여승이 된 여인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역순행적 구성 에 따라 여승의 삶의 궤적을 압축하여 제시하고 있다.

•  화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여인의 비극적인 인생사를 전달하고 있다.

��감정�이입(感情移入): 객관적 대상에 

화자의 감정을 옮겨 넣어 그 대상이 

화자와 동일한 정서를 느끼는 것으로 

표현하는 방식.

��역순행적�구성(逆順行的構成): 시간의 

흐름이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과 달리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가는 구성 방

식.

‘산꿩도�섧게�울은’

나는�불경(佛經)처럼�서러워졌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화자 여승의 삶을 관찰하며 서러움을 느끼는 사람 

성격 서사적, 애상적 

주제 한 여인의 비극적 삶에서 느끼는 서러움

구성

•  1연: 여승과 화자의 재회(현재)

•  2연: 여인과의 첫 만남(과거)

•  3연: 여인의 비극적인 삶(과거)

•  4연: 한을 이기지 못하고 여승이 되는 여인(과거)

		핵심	정리

		작품의	전개	과정

1연 2연 3연 4연

여승과 화자의 재회 여인과의 첫 만남 여인의 비극적인 삶
한을 이기지 못하고 

여승이 되는 여인

속세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

다가 여승이 된 여인과 재회

한 화자가 서러움을 느낌.

화자는 평안도의 어느 금점판

에서, 어린 딸과 함께 옥수수

를 파는 여인을 처음 만남.

여인의 남편은 돈을 벌러 집

을 나간 지 십 년이 지나도 돌

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죽음

을 맞이함.

산꿩도 서럽게 울던 슬픈 날

에 여인은 삭발을 하며 여승

이 됨.

현재 과거

		시어의	의미

가지취 후각적 심상을 통해 속세와의 단절을 암시함.

불경(佛經) 종교에 귀의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기구한 삶의 역정을 암시함.

옥수수,�섶벌 여인과 남편의 가난한 삶의 모습과 관련됨.

도라지꽃 나이 어린 딸의 죽음의 이미지를 함축함.

산꿩 여인이 여승이 되던 날의 서러운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냄.

��애상적(哀傷的): 슬퍼하거나 가슴 아

파하는 것.

013개념 학습•01 여승

개
념

 학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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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무도하가_백수 광부의 아내 /	헌화가_견우 노인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_을지문덕

02.	 동동_작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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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전 시가

공무도하가															/	헌화가										/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

백수	광부의	아내,	「공무도하가」

임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   公無渡河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公竟渡河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墮河而死

가신 임을 ㉮어찌할꼬   當奈公何

머리가 허옇게 센 미치광이

백수 광부 충만한 사랑

-   건너지 말라는 만류 

→ 사랑을 지키려는 의지 공 무 도 하

이별, 단절 공 경 도 하

죽음 타 하 이 사

어떻게 할 것인가–(되돌릴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탄식과 체념 당 내 공 하

✽��현전하는�가장�오래된�서정�가요로,�임과�이별한�슬픔과�한을�노래한�
고대�가요이다.

작품 감상과 이해의 길라잡이

고조선 시대의 고대 가요로, 현전하

는 가장 오래된 서정 가요이다. 백

수 광부가 술에 취한 채 아내의 만

류에도 불구하고 강물을 건너다 빠

져 죽자 그 아내가 이 노래를 부른 

뒤 따라 죽었다는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해진다. 임과 사별한 슬픔과 한을 

‘물’의 상징적 이미지를 활용해 형

상화하고 있다. 1구에서 ‘물’은, 사

랑을 지키려는 화자의 의지가 임에 

대한 만류로 표현되면서 ‘사랑’의 

이미지를 지닌다. 그러나 2구에서

는 임이 물을 건넘으로써 ‘이별’을, 

3구에서는 임이 물에 빠져 죽음으

로써 ‘죽음’을 의미하게 된다. 한편 

아내가 남편을 따라 죽었다는 배경 

설화와 연결 지으면 ‘물’은 ‘만남과 

재생’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임에 대한 만류1구

임과의 이별2구

임의 죽음3구

화자의 슬픔과 탄식4구

●	 		화자의	정서와	태도	변화

1구

염려, 애원, 만류

2구

불안, 초조

3구

절망

4구

슬픔, 탄식, 체념

●	 		‘물’의	상징적	의미

1구

사랑

2구

이별

3구

죽음

배경	설화

만남과 재생

견우	노인,	「헌화가」

자줏빛 바위 가에 紫布岩乎过希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執音乎手母牛放敎遣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吾肹不喩慚肹伊賜等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花肹折叱可獻乎理音如

소를 모는 노인

꽃이 있는 곳–접근하기 힘든 장소 → 범접할 수 없는 수로 부인의 아름다움 자 포 암 호 변 희

수로 부인의 아름다움이 지닌 위력. 수로 부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노인의 상태

몰고 가던 소를 놓음.1~2구

집 음 호 수 모 우 방 교 견

가정–아름다운 여인에게 구애하는 마음을 드러냄. → 행위의 전제 조건 오 힐 불 유 참 힐 이 사 등

아름다움을 지닌 대상–수로 부인이 탐하는 대상인 동시에 노인이 수로 부인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

화자의 의지–수로 부인의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 함.

꽃을 꺾어 바치려 함.3~4구

화 힐 절 질 가 헌 호 리 음 여

✽��암소를�몰고�가던�노인이�수로�부인에게�절벽에�있는�꽃을�꺾어�바치
며�불렀다는�4구체�향가로,�신라인의�미의식을�보여�주는�작품이다.

작품 감상과 이해의 길라잡이

신라 성덕왕 때 한 노인이 수로 부

인에게 꽃을 바치면서 불렀다는 4

구체 향가이다. 절벽에 핀 꽃의 아

름다움에 반해 그 꽃을 갖고 싶어 

하는 수로 부인과, 수로 부인의 아

름다움에 반해 꽃을 바치는 노인은 

모두 심미적 태도를 지닌 인물들

로, 신라인의 미의식을 보여 준다.

암소를	놓음.

(주체:	화자)

수로 부인에 매혹된 

화자의 결단

암소를	 놓게	

함.(주체:	수로	

부인)

수로 부인의 절대성

(수로 부인에 대한 

마음이 화자의 행위

를 유도함.)

●	 		행위의	의미

수로	부인(시적	대상) 노인(화자) 암소(화자가	포기하는	것)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

•  노인이 지향하는 존재(그 자체로 아름다

움의 상징)

수로 부인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존재
•농경(생업)의 바탕

•재산과 풍요

●	 		시적	대상과	화자,	소재의	의미

을지문덕,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

신기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고 神策究天文

묘한 계산은 지리에 통달했네 妙算窮地理

싸움에 이겨 공 이미 높으니 戰勝功旣高

족함을 알고 ㉯그만두길 바라겠소 知足願云止

하늘의 이치

•대구법

•  거짓·과장된 칭찬으로, 조롱의 의미를 

담음. → 반어법

신 책 구 천 문

땅의 이치 묘 산 궁 지 리

을지문덕이 일부러 져 준 싸움 더 이상은 공을 세울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음. 전 승 공 기 고

전쟁을 그만두라는 요구와 그만두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기개와 자신감 지 족 원 운 지

✽��살수대첩에�앞서�고구려의�장수�을지문덕이�수나라의�
장수�우중문에게�보낸�한시로,�항복을�요구하고�있다.

작품 감상과 이해의 길라잡이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에 앞서 적장

인 우중문에게 보낸 한시로, 고구

려인의 기개와 자신감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앞부분에서는 상대

방의 능력을 칭찬하는 것처럼 말하

면서 실제로는 조롱하고 있으며, 

뒷부분에서는 전쟁을 그만두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면서 씩씩한 기상

을 드러내고 있다. 

상대의 능력 예찬1~2구

전쟁을 그만두라는 요구와 경고3~4구

표면적	내용 내면적	의도 표현법

1~2구 상대의 계책과 계산을 칭찬함. 야유와 조롱–그 정도는 이미 간파하고 있었음. 대구법, 반어법

3구 상대의 공을 칭찬함. 경고–더 이상은 공을 세울 수 없을 것임.
억양법

4구 전쟁을 그만둘 것을 요구함. 위협–물러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음.

●	 		화자의	의도와	표현법

✽��을지문덕(?~?):�고구려�영양왕�때의�장
군.�중국�수나라�양제를�상대로�살수대
첩에서�크게�이김.�지략과�무용에�뛰어
났으며�시문에도�능하였음.

052 수능특강 평가문제집•문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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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Check본문 팩트 확인을 통한 문제 해결력 향상!기본 실력 다지기01
고전 시가

「공무도하가」는 선경후정 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02 		선경후정(先景後情): ‘먼저 경치를 묘

사하고 나중에 뜻을 표현한다.’라는 뜻

으로, 앞에서는 풍경을 그리듯이 보여 

주고 뒤에서는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

는 시상 전개 방식.

「공무도하가」는 ‘물’의 상징적 의미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과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03

「공무도하가」에는 대상의 행동과 그에 대한 화자의 반응이 나타나 있다.04

「공무도하가」의 1구에는 대상에 대한 염려와 애원, 만류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05

「공무도하가」의 4구의 ‘어찌할꼬’에는 대상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담겨 있다.06

「헌화가」는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 하여 표현하고 있다.07 		감정	이입(感情移入): 자기가 갖고 있

는 감정을 자신 이외의 사람이나 사물

에 불어넣어서 마치 그 대상이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

법.

		위력(威力): 상대를 압도할 만큼 강력

함. 또는 그런 힘.

		매혹(魅惑)되다: 마음이 다른 것에 사

로잡혀 넘어가다.

		구애(求愛): 이성에게 사랑을 구함.

「헌화가」에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헌신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08

「헌화가」의 2구는 대상의 아름다움이 지닌 위력 , 대상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화자의 상

태가 행위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09

「헌화가」의 3구는 가정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구애 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10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는 상대를 추켜세웠다가 뒤에서 깎아내리는 반전을 

통해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11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는 대구법과 대조법, 반어법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12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의 화자는 적장 을 제압하려는 의연한 기상과 기개를 

지니고 있다.

13 		적장(敵將): 적의 장수.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에서 화자는 자신의 소망을 직설적 으로 드러내고 있

다.

14 		직설적(直說的): 꾸미거나 둘러대지 

않고 바른대로 말하는 것.

「공무도하가」는 대상과의 이별이 시작(詩作) 의 계기가 되고 있다.01

작품의 종합적 이해

세	편의	시가	작품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표	하시오.	[01~14]

화자의 의도 이해

1~2구 3구 4구

( 찬양 / 조롱 ) ( 경고 / 동경 ) ( 애원 / 위협 )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의	각	구에	담긴	화자의	궁극적	의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17

소재의 상징적 의미 이해

1구: (    ) 3구: 죽음2구: (    )

「공무도하가」에	나타난	‘물’의	상징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15

		시작(詩作): 시를 지음.

정
답 01 O   02 X   03 O   04 O   05 O   06 X   07 X   08 O   09 O   10 O   11 O   12 X   13 O   14 O   15 사랑, 이별   16 꽃   17 조롱, 경고, 위협

시어의 의미 이해

「헌화가」에서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마음이	담긴	시어를	찾아	쓰시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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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Up!학교 시험 & 수능 완벽 대비내신  수능 대비 문제

세	편의	시가	작품의	화자가	지닌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①   대상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자연물에 빗대어 은근히 전달하고 있다.

②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다.

④   자신의 뜻을 대상에게 전달하여 소망을 이루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⑤   자신의 소망과 달리 행동하는 대상에 대한 원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소연하다: 억울한 일이나 잘못된 일, 

딱한 사정 따위를 말하다.

1
화자의 태도 이해수능특강 엿보기 문제

「공무도하가」(A)와	「헌화가」(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A와 B 모두 감정 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②   A와 B 모두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공간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A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B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A는 명령형 표현을 통해, B는 가정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⑤   A는 피동 표현 을 통해 화자의 절망감을, B는 사동 표현 을 통해 대상의 위력을 부

각하고 있다.

		피동(被動)	표현: 남의 행동을 입어서 

행해지는 동작을 나타내는 문장 표현. 

피동 접미사(-이-, -히-, -리-, -

기-)를 활용하여 표현하며, 어간에 ‘-

아/-어지다’를 결합시켜 나타내기도 

한다.

		사동(使動)	표현: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 함을 나타내는 문장 표현. 

사동 접미사(-이-, -히-, -리-, -

기-, -우-, -구-, -추-)를 활용하여 

표현하며, 어간에 ‘-게 하다’를 결합시

켜 나타내기도 한다.

2
작품 간의 비교 감상출제 예감

<보기>를	참고하여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

은	것은?

①   ‘신기한 계책’과 ‘묘한 계산’은 상대에 대한 칭찬이라고 볼 수 없겠군.

②   ‘천문을 꿰뚫고’ ‘지리에 통달’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화자라고 볼 수 있겠군. 

③   상대가 ‘싸움에 이’긴 것은 화자의 고의에 따른 것이었겠군. 

④   ‘공’이 ‘이미 높’다는 것은 더 이상은 공을 세울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⑤   화자는 상대가 질 것을 알고 ‘그만두길 바’란다고 애원하고 있는 것이겠군.

살수대첩은 고구려 영양왕 23년(612)에 고구려와 수나라가 살수에서 벌인 큰 싸움이

다. 수나라가 고구려를 정복하려고 200만 대군을 인솔하고 쳐들어왔으나, 을지문덕 장

군이 지휘한 고구려 군사가 살수를 건너온 수나라의 군대 30만 5000여 명을 몰살하였

다. 당시 을지문덕은 거짓으로 패하면서 적군을 유인한 후 이 작품을 지어 보냈다.

|	보기	|

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수능특강 엿보기 문제

<보기>는	「헌화가」의	배경	설화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의	의미를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대상과 화자 사이의 변함없는 애정을 상징한다.

②   대상이 욕망하는 가치이자 화자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③   대상에게는 과거에 대한 회한을, 화자에게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한다.

④   대상에게는 좌절을 경험하는 계기가, 화자에게는 좌절을 극복하는 계기가 된다.

⑤   대상의 소망 실현을 방해하는 장애물로서, 화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동기가 된다.

신라 성덕왕 때 강릉 태수로 부임하던 순정공의 아내 수로 부인은 높은 절벽 꼭대기

에 철쭉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는 자신에게 꺾어다 바칠 사람이 없느냐고 시종 들에게 

묻는다. 그러나 시종들은 모두 위험하여 불가하다고  말하는데, 마침 암소를 몰고 가던 

노인이 옆에 있다가 부인의 말을 듣고는 꽃을 꺾어 바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

|	보기	|

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수능특강 엿보기 문제

		시종(侍從): 남의 시중을 드는 사람.

		불가(不可)하다: 가능하지 아니하다.

054 수능특강 평가문제집•문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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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Up!

<보기>를	참고하여	「공무도하가」의	ⓐ~ⓒ와	<보기>의	ⓓ에	담긴	‘물’의	상징적	의미를	쓰시오.

ⓐ: , ⓑ: 

ⓒ: , ⓓ: 

「공무도하가」의 배경 설화에 따르면 이 노래를 부른 백수 광부의 아내는 남편을 뒤따

라 ⓓ물에 빠져 죽는다. 이 죽음은 남편과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보기	|

6
서답형 문제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와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실을 과장하여 상대를 자만에 빠지게 하고 있다.

②   상대를 높이는 듯하면서 우회적으로 조롱하고 있다.

③   재치를 발휘해 상대의 모순된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④   영웅적인 기개 로 상대의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

⑤   싸움에서 승리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상대의 위선 을 꼬집고 있다.

앞부분의 줄거리 | 최치원은 지혜와 글재주를 통해 영웅적 능력을 발휘하여 신라를 위기에서 구한다. 이에 중국 황제는 최치원이 장

차 중국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여 그를 죽이려고 신라 왕에게 조서를 보내 그를 중국으로 부른다. 그러자 최치원은 50자나 되는 

기다란 모자를 마련하여 중국으로 간다.

치원이 느린 걸음으로 궐문에 들어서니 쓰고 있던 모자가 문 꼭대기에 닿았다. 치원

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비록 우리 소국의 궐문이라도 내 모자가 닿지 않았건만 하물며 대국의 궐문에 내 모

자가 닿는단 말인가?”

하고, 오래도록 들어가지 않았다. 황제가 그 말을 듣고 몹시 부끄러워하며 즉시 궐문을 

부수게 한 연후에 치원을 다시 불렀다.

 - 작자 미상, 「최고운전」 

|	보기	|

		기개(氣槪): 씩씩한 기상과 굳은 절개.

		준엄(峻嚴)하다: 조금도 타협함이 없이 

매우 엄격하다.

		위선(僞善): 겉으로만 착한 체함. 또는 

그런 짓이나 일.

5
작품 간의 비교 감상출제 예감

		작자	미상,	「최고운전」

갈래 영웅 소설, 전기 소설

성격 영웅적, 도교적, 설화적

주제

최치원의 일대기를 통한 우

리 민족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

특징

•  역사적 실존 인물의 삶을 

허구적으로 형상화하여 구

성함.

•  사대주의와 유교적 질서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남.

•  전쟁 영웅을 내세우는 기

존 소설들과 달리, 우리 민

족의 뛰어난 문재(文才)를 

과시하는 데 초점을 맞춤.

㉮와	㉯의	표현상	특징에	대해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7
서술형 문제 

•표현 방식과 의도에 대한 설명을 각각 쓸 것.

•70자 내외의 한 문장으로 쓸 것.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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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Point작품 완벽 정리작품 한눈에 보기

		「공무도하가」	특징	정리

•‘물’의 상징적 의미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과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  대상의 행동과 그에 대한 화자의 반응이 나타나 있다.

1구(사랑)�→�2구(이별)�→�3구(죽음)

대상이�물을�건너려고�함.(염려,�애원,�만류)�→�대상이�물을�건넘.(초조,�불안)�→�대상이�물에�빠져�죽음.(절망)�→�대상이�존재하지�않음.(슬픔,�체념)

		「헌화가」	특징	정리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공간을 형상화하고 있다.

•  가정적 표현을 활용하여 행위의 전제 조건 을 제시하는 한편 대상에 대한 구애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  대상에 대한 화자의 헌신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자줏빛�바위�가’

‘나를�아니�부끄러워하시면’

		전제	조건(前提條件): 어떠한 일이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 앞서 이루어져

야 하는 조건.

		「수나라	장수	여중문에게	보내는	시」	특징	정리

•추켜세웠다가 뒤에서 깎아내리는 반전을 통해 상대를 제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거짓된 과장과 칭찬을 통해 상대를 조롱하며 화자의 기개와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1~2구에서는 대구법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며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4구에서는 화자의 소망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억양법

반어법

		「공무도하가」	작품	감상

백수 광부가 술에 취한 채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물을 건너다 빠져 죽자 그의 아내가 이 노래를 부른 뒤 따

라 죽었다는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해지는 고조선 시대의 가요이다. 사랑하는 임과 사별한 슬픔과 한을 ‘물’의 상징

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1구에서는 사랑을 지키려는 화자의 의지가 임에 대한 만류로 표현되고 

있고, 2~3구에서는 그러한 만류에도 굴하지 않는 임의 행동이, 4구에서는 2~3구에 나타난 임의 행동으로 인한 

화자의 체념과 슬픔이 표현되고 있다.

		「헌화가」	작품	감상

신라 성덕왕 때 한 노인이 수로 부인에게 꽃을 꺾어 바치면서 불렀다는 4구체 향가이다. 절벽에 핀 꽃의 아름다움

에 반해 그 꽃을 갖고 싶어 하는 수로 부인과, 수로 부인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목숨을 걸고 꽃을 꺾어 바치는 

노인의 모습을 통해 신라인의 미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매료(魅了)되다: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홀리게 되다.

		「수나라	장수	여중문에게	보내는	시」	작품	감상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에 앞서 적장인 우중문에게 보낸 한시로,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한시이다. 앞부분에서는 상

대방의 능력을 칭찬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는 조롱하고 있으며, 뒷부분에서는 전쟁을 그만두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면서 씩씩한 기상과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갈래 고대 가요 , 한역 시가, 서정시 화자 임의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

성격 서정적, 애상적, 체념적

주제 임을 여읜 슬픔과 한

구성
•1구: 임에 대한 만류 •2구: 임과의 이별

•3구: 임의 죽음 •4구: 화자의 슬픔과 탄식

		「공무도하가」	핵심	정리

갈래 4구체 향가  화자 소를 놓고 꽃을 꺾어 바치려는 사람

성격 서정적, 민요적

주제 꽃을 바치며 사랑을 고백함.

구성 •1~2구: 몰고 가던 소를 놓음. •3~4구: 꽃을 꺾어 바치려 함.

		「헌화가」	핵심	정리

		향가(鄕歌): 신라에서 발생하여 고려 

초까지 향유되었던 노래.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향찰로 기

록되었으며, 4구체, 8구체, 10구체의 

세 형식이 있는데, 10구체가 가장 세련

된 형식이다.

		고대	가요(古代歌謠): 한자의 음과 뜻

을 빌려 우리말을 기록한 향찰 표기의 

향가가 발생하기 이전까지의 노래를 

통틀어 이르는 말. 문자로 표기할 방법

이 없었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

지다가 후대에 기록되었다. 대부분 설

화 속에 4언 4구의 한역시 형태로 삽

입되어 전하며, 집단적인 원시 종합 예

술에서 개인적인 서정시로 분화, 발전

하게 된다.

갈래 한시(오언 고시) 화자 적장을 희롱하는 사람

성격 풍자적, 반어적

주제 적장에 대한 조롱과 경고

구성 •1~2구: 상대의 능력 예찬 •3~4구: 전쟁을 그만두라는 요구와 경고

		「수나라	장수	여중문에게	보내는	시」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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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Check학교 시험+수능에 꼭 출제되는 내용 정리작품 완전 분석

	다음은	작품을	분석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사랑하는 임과 사별한  슬픔과 한을 노래한 고대 가요이다.01 		사별(死別)하다: 죽어서 이별하다.

백수 광부의 아내, 「공무도하가」

꽃을 꺾어 바치며 대상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4구체 향가이다.07

견우 노인, 「헌화가」

적장에 대한 조롱과 야유를 통해 장수의 기개와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는 한시이다.13

을지문덕,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

‘물’의 상징적 의미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과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03 사랑�→�이별�→�죽음

1구에서는 대상을 호명한 후 명령형 문장을 통해 대상의 행동을 만류하고 있는데, 여기에

는 사랑을 지키려는 화자의 의지가 바탕에 깔려 있다.

04
‘임아�그�물을�건너지�마오’

2~3구에서는 화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행되는  대상의 행동(물을 건넘. 물에 빠져 죽

음.)과 그로 인한 단절의 상황(이별, 죽음)이 그려지고 있다.

05 		결행(決行)되다: 일이나 계획 따위가 

어떤 일에도 변함이 없이 결단되어 실

행되다.

4구에서는 2~3구에 나타난 대상의 행동으로 인한 화자의 정서(체념과 슬픔)가 의문형 문

장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06
‘어찌할꼬’

1구에서는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공간을 형상화하고 있다.08 ‘자줏빛�바위�가’

2구에서는 대상의 아름다움이 지닌 위력, 대상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화자의 상태가 행위

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09
‘잡고�있는�암소�놓게�하시고’

4구에서는 대상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위를 통해, 대상을 향한 화자 자신의 욕망을 충족

시키려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11

‘꽃’은 대상이 욕망하는 가치(아름다움)이자 화자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다.12

추켜세웠다가 뒤에서 깎아내리는 억양법 을 통해 상대를 제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14 		억양법(抑揚法): 우선 누르고 후에 올

리거나, 우선 올리고 후에 누르는 방식

으로 문세(文勢)에 기복을 두어 효과

를 노리는 수사법. 예를 들면 ‘그는 모

자라지만 착실한 사람이야.’ 따위가 있

다.

거짓된 과장과 칭찬을 통해 조롱과 경고, 위협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15

1~2구에서는 대구법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며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16

4구에서는 화자의 소망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17 ‘그만두길�바라겠소’

3구에서는 가정적 표현을 활용하여 행위의 전제 조건을 제시하는 한편, 대상에 대한 구애

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10
‘나를�아니�부끄러워하시면’

대상(임)의 행동과 그에 대한 화자의 반응이 나타나 있다.02
1구

대상이 물을

건너려고 함.

염려, 애원, 만류

2구

대상이 물을 건넘.

초조, 불안

3구

대상이 물에 빠져

죽음.

절망

4구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

슬픔, 체념

057고전 시가•01 공무도하가 / 헌화가 /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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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이별01
현대시

   ‘이별’이라는 객관적 상황을, ‘거짓 이별’로 규정하는 주관적 의지를 통해 극복하려는 사랑의 자세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한용운(1879~1944):�시인·승려·독립운동
가.�불교�사상을�바탕으로�철학적�사색
과�신비적�명상�세계를�형상화한�철학
적·종교적�연가풍의�시를�주로�씀.

당신과 나와 이별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 시적 상황: 오랜 이별

가령 우리가 좋을 대로 말하는 것과 같이, ㉠거짓 이별이라 할지라도 나의 입술

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가요.

한 해 두 해 가는 것이 얼마 아니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들어 가는 두 볼의 도화(桃花)가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이나 스쳐서 낙화

(落花)가 될까요.

회색이 되어 가는 두 귀 밑의 푸른 구름이, 쪼이는 가을볕에 얼마나 바래서 

백설(白雪)이 될까요. - 색채 대비

머리는 희어 가도 마음은 붉어 갑니다. - 색채 대비: 희다. ↔ 붉다.

피는 식어 가도 눈물은 더워 갑니다. - 촉각적 대비: 식어 가다. ↔ 더워 가다.

사랑의 언덕엔 사태가 나도 희망의 바다엔 물결이 뛰놀아요.

ⓑ이른바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떠날 줄만은 알아요.

그러나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은 또 한 손으로 죽음을 가지고 와요.

청자(종교적 절대자, 조국, 연인)

화자

객관적 상황 - 부재와 단절

만남에 대한 간절한 소망 + 그렇지 못한(쉽지 않은) 현실로 인한 안타까움

이별의 시간이 지속됨. - 5~6행에서 구체화하여 표현함.

복숭아꽃 - 젊음, 생명력 떨어진 꽃 - 하강, 조락의 이미지

검은 머리 - 젊음, 생명력

흰머리 - 늙음.

이별 상황에서의 만남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과 안타까움 1연

산비탈이나 언덕 또는 쌓인 눈 따위가 비바람이나 충격 따위로 무너져 내려앉는 일

- 동적 이미지의 대비: 사태가 나다. ↔ 물결이 뛰놀다.

‘당신’과의 만남에 대한 확신

이별을 죽음과 연결 지음. - 이별 상황으로 인한 고통

(거짓 이별이 함께하는 한 죽음과 같은 고통이 지속될 것임.)

시를 이야기로 풀기

1연 ��임과�이별하고�이미�상당한�시간이�흘렀어.�물론�이�이별이�진짜�이별이�아니라고�생각하지만�임과�대면하지�못하는�것은�사실이고�나

는�그�때문에�고통스러워.�임과�대면하지�못하는�시간은�길어지고,�나는�그�시간�속에서�늙고�쇠락해져�가.

2연 ��이렇게�상황은�점점�나빠지지만,�임을�향한�나의�마음은�변함이�없고�오히려�더�강해져.�

3연 ��지금의�이�거짓�이별이�끝나고�임과�다시�만날�것을�믿어�의심치�않아.�하지만�그때까지의�과정이�결코�순탄하지는�않을�것�같아.

작품 감상과 이해의 길라잡이

이 작품은 객관적 상황을 주관적 

의지로 극복하려 하는 자세를 노래

하고 있다. 1행에서 드러나듯이 화

자는 이미 ‘당신(임)’과 이별한 상

황이다. 그것은 ‘나의 입술이 당신

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것’으로 표

현했듯이 객관적 상황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화자는 그 상황을 ‘거

짓 이별’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

별’이라는 객관적 상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랑의 실패를 부정·

극복하고, 만남에 대한 소망과 믿

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거짓 

이별이 떠나는 것, 곧 만남을 기다

리는 것은 길고 힘든 과정이지만, 

화자는 ‘당신’에 대한 자신의 마음

은 변함이 없다면서 그날을 기다리

는 확고한 자세를 부각하고 있다. 

통사 구조의 반복, 대비적 표현, 감

각적 이미지, 경어체의 어투 등을 

통해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효과적

으로 표현하고 있다.

[A]

[B]

화자의 주관적 인식 - 객관적 상황(이별)에 대한 부정 → ‘이별’이라는 객관적 상황을 ‘거짓 이별’이라는 주관적 인식을 통해 극복함. 

- 사랑과 만남에 대한 의지적 태도

고통스러울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3연

●	‘당신(=임)’의	상징적	의미

작가가 승려임. 종교적	절대자

일제 강점기임. 조국

사랑을 노래함. 연인

●	시적	상황과	화자의	인식

객관적	상황

이별

화자의	주관적	인식

‘거짓’ 이별

‘당신’과 이별한 객관적 상황을 주관적으로 부정

함으로써 극복하려는 태도

●	시적	상황과	화자의	인식

객관적	상황

이별

화자의	주관적	인식

‘거짓’ 이별

당신과 이별한 객관적 상황을 주관적으로 부정함

으로써 극복하려는 태도

「님의 침묵」의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에 나타

난 태도와 상통함.

1연 젊음, 생명력 ↔ 늙음, 쇠락함.
도화(桃花) ↔ 낙화(落花)   하강의 이미지

푸른 구름 ↔ 백설(百雪)   시각적 이미지(색채 대비)

2연 변화(악화)되는 상황 ↔ 변하지 않는 화자의 태도

희다. ↔ 붉다.   시각적 이미지(색채 대비)

식어 가다. ↔ 더워 가다.   촉각적 이미지

사태가 나다. ↔ 물결이 뛰놀다.   동적 이미지

●	대비적	표현

5행
젊음/생명력  늙음/쇠락함.

도화  낙화   하강의 이미지

6행 푸른 구름  백설   시각적 이미지(색채 대비)

7행

변화(악화)되는 상황  변하지 않는 화자의 태도

희다  붉다   시각적 이미지(색채 대비)

8행 식어 가다  더워 가다   촉각적 이미지

9행 사태가 나다  물결이 뛰놀다   동적 이미지

1연
‘~어 가는 두 ~의 ~이/가 ~에 ~서 

~이/가 될까요.’의 반복

시들어 가는 두 볼의 도화(桃花)가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이나 스쳐서 

낙화(落花)가 될까요.

회색이 되어 가는 두 귀 밑의 푸른 구름이, 쪼이는 가을볕에 얼마나 바

래서 백설(白雪)이 될까요.

•운율을 형성함.

•의미를 강조함.

-   1연: 간절하고 고통스러운 기다림과 

안타까움

-   2연: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2연
‘~은/는 ~어 가도 ~은 ~어 갑니다.’의 

반복

머리는 희어 가도 마음은 붉어 갑니다.

피는 식어 가도 눈물은 더워 갑니다.

●	통사	구조의	반복

5,	6행
‘~어가는 두 ~의 ~(이)가 ~에 ~어서 

~(이)가 될까요.’의 반복

시들어가는 두 볼의 도화(桃花)가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이나 스쳐서 낙

화(落花)가 될까요.

회색이 되어가는 두 귀 밑의 푸른 구름이, 쪼이는 가을볕에 얼마나 바래

서 백설(白雪)이 될까요.

•운율을 형성함.

•의미를 강조함.

-   5, 6행: 간절하고 고통스러운 기다림

과 안타까움

-   7, 8행: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7,	8행
‘~(은)는 ~어 가도 ~(은)는 ~어 갑니

다.’의 반복

머리는 희어 가도 마음은 붉어 갑니다.

피는 식어 가도 눈물은 더워 갑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만남에 대한 확신2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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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Check본문 팩트 확인을 통한 문제 해결력 향상!기본 실력 다지기거짓	이별01
현대시

객관적 상황을 주관적 의지로 극복하려 하는 사랑의 자세를 노래하고 있다.01

화자는 부정적 현실에 대해 체념적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02 		체념적(諦念的): 품었던 생각이나 기

대, 희망 따위를 아주 버리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화자는 떠나간 대상(‘당신’)을 원망하면서 대상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03

감각적 대비를 통해 화자의 처지와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04

경어체 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05 		경어체(敬語體): 상대에 대하여 공경

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문체.

		예찬적(禮讚的): 무엇이 훌륭하거나 

좋거나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것’이 화자가 처한 객관적 상황에 해당한다.06

화자가 소망하는 것은 거짓 이별이 떠나는 것, 즉 이별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

이다.

07

작품의 종합적 이해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표	하시오.	[01~07]

정
답 01 O   02 X   03 X   04 O   05 X   06 O   07 X   08 1연: ㉠, ㉡, ㉢, ㉣ / 2연: ㉥, ㉦, ㉩   09 ⓐ: 단절, ⓑ: 실패, ⓒ: 부정, ⓓ: 극복, ⓔ: 극복

화자의 태도 이해

이	작품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때	ⓐ~ⓔ에서	알맞은	말을	

각각	고르시오.

09

화자의	주관적	인식

거짓 이별

•  객관적 상황에 대한 ⓒ긍정/부정

•  상황을 ⓓ극복/수용하려는 의지 

객관적	상황

이별

•‘당신’과의 ⓐ단절/합일

•사랑의 ⓑ실패/완성 

화자의	태도

거짓 이별이 떠날 것을 믿고 기다림.

•‘당신’과의 만남을 확신함.

•‘당신’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사랑

•  상황을 주관적 의지로 ⓔ극복/수용함.

1연

㉠ 통사 구조의 반복 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4행의 내용이 5~6행에서 구체화되어 표현되고 있다. 

㉢ 시간이 흐르면서 늙어 가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안타까운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도화(桃花)’와 ‘푸른 구름’은 젊음과 생명력 넘치는 모습을, ‘낙화(落花)’와 ‘백설(百雪)’은 늙고 쇠락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5행에서는 하강 의 이미지를, 6행에서는 ‘푸른색 → 회색 → 백색’의 색채 변화를 활용하여 자연에 순

응하는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2연

㉥ 대구와 대조를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1행에서는 색채 대비를 통해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2행에서는 공감각적 이미지 를 활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구체화하고 있다.

㉨ 3행에서는 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상 세계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악화(변화)되는 상황과 변하지 않는 화자의 태도를 대비하여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통사	구조의	반복: 동일하거나 비슷한 

문장의 구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

		하강(下降): 높은 곳에서 아래로 향하

여 내려옴.

		공감각적	이미지: 한 종류의 감각을 다

른 종류의 감각으로 옮겨서 표현하는 

것.

작품의 종합적 이해

이	작품의	1연과	2연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08

•1연:  

•2연:  

147현대시•01 거짓 이별

현
대

시

EBS 수특 평가문제집(145-217)_현대시1_OK.indd   147 2023-02-08   오후 3:32:16



Think Up!학교 시험 & 수능 완벽 대비내신  수능 대비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시간의 역전 을 통해 시상의 흐름을 전환하고 있다. 

③ 경어체의 어미를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④ 선경후정의 방식을 통해 화자의 애상적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⑤ 반어 적 표현으로 대상에 대한 원망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시간의	역전(逆轉): 시간의 정상적인 

흐름이 뒤집힘.

		애상적(哀傷的): 슬퍼하거나 가슴 아

파하는.

		반어(反語): 겉으로 표현된 의미와 속

에 숨어 있는 참의미가 서로 반대되게 

나타내는 방법으로, 참의미가 부각되

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1
표현상 특징 이해출제 예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와 [B]는 모두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A]와 [B]는 모두 색채 대비를 활용하여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③   [A]는 간절하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상황을, [B]는 변함없는 사랑의 태도를 부각하

고 있다.

④   [A]는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 하여, [B]는 자연물과 화자의 처지를 대비하여 

표현하고 있다.

⑤   [A]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B]는 그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태

도를 형상화하고 있다.

		감정	이입(感情移入): 자기가 갖고 있

는 감정을 자신 이외의 사람이나 사물

에 불어넣어서 마치 그 대상이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

법.

3
표현상 특징 이해 수능특강 엿보기 문제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떠나간 ‘당신’의 사랑이 변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② 이별을 슬퍼하는 ‘당신’을 보며 연민을 느끼고 있다.

③ ‘당신’과의 이별을 자신의 탓이라 여기며 괴로워하고 있다.

④ 계절의 흐름처럼 ‘당신’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보이고 있다.  

⑤ ‘당신’과 만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2
화자의 정서 이해 수능특강 엿보기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객관적 상황을 주관적으로 인식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 이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대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④ 이별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⑤ 사랑과 만남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자세의 바탕이 되고 있다.

「거짓 이별」에서 화자는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도 ‘당신과 나와 이별한’ 것은 ‘거짓 이별’이고, 그 ‘거짓 이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떠날’ 것이라 말하고 있다.

|	보기	|

4
시구의 의미 이해출제 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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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Up!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윗글과 <보기>의 화자는 모두 대상과 단절된 상황에 처해 있다. 

② 윗글과 달리 <보기>에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원망이 제시되어 있다. 

③   윗글의 화자는 이별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보기>의 화자는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

다.

④   윗글의 화자는 상황을 부정함으로써 극복하려 하지만, <보기>의 화자는 상황을 극복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⑤   윗글에서는 ‘봄바람’과 ‘가을볕’이, <보기>에서는 ‘잎’과 ‘짐승’, ‘약수(弱水)’가 화자

와 대상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의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 무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천상(天上)의 견우직녀(牽牛織女) 은하수(銀河水) 막혔어도

칠월 칠석(七月七夕) 일년일도 실기(失期)치 아니거든

우리 임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水) 가렸관대 / 오거니 가거니 소식(消息)조차 그쳤는고

난간(欄干)에 빗겨 서서 임 가신 데 바라보니

초로(草露)는 맺혀 잇고 모운(暮雲)이 지나갈 제

죽림(竹林)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설다 / 세상의 설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薄命)한 홍안(紅顔)이야 날 같은 이 또 있을까

아마도 이 임의 지위로 살동말동하여라 

 - 허난설헌, 「규원가」 

|	보기	|

5
작품 간의 비교 감상수능특강 엿보기 문제

화자의	정서나	태도	면에서	ⓐ와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쓸 것.

•  70자 내외로 쓸 것.

|	조건	|

7
서술형 문제 

윗글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에	해당하는	시어나	시구를	쓰시

오.

6
서답형 문제

5행 ㉮ ㉯

6행 ㉰ ㉱

젊고 생기 있는 화자의 모습 늙고 쇠잔한  화자의 모습 		쇠잔(衰殘)하다: 쇠하여 힘이나 세력이 

점점 약해지다.

		허난설헌,	「규원가(閨怨歌)」

갈래 규방 가사

성격 원망적, 한탄적, 체념적

주제
봉건 제도하에서 겪는 부녀

자의 한(限)

특징

•  여인의 애절하고 안타까

운 심리 묘사가 잘 나타

남.

•  설의법, 대구법, 대조법 

등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함.

149현대시•01 거짓 이별

현
대

시

정답 및 해설 18쪽

EBS 수특 평가문제집(145-217)_현대시1_OK.indd   149 2023-02-08   오후 3:32:17



View Point작품 완벽 정리작품 한눈에 보기

		특징	정리

•경어체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며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대비적 표현을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과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ㅂ니다,�-습니다’,�‘-요’:�공손함과�경건함

1연�5~6행,�2연�1~2행

도화(桃花)�↔�낙화(落花)�/�푸른�구름�↔�백설(白雪)�/�희다.�↔�붉다.�/�식어�가다.�↔�더워�가다.�/�사태가�나다.�↔�물결이�뛰놀다.

하강�·�조락의�이미지,�시각적�이미지(색채�대비),�촉각적�이미지,�동적�이미지

도화(桃花)�→�낙화(落花)�/�푸른�구름�→�백설(白雪)

		작품	감상

대상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만남에 대한 소망을, ‘이별’이라는 객관적 상황을 주관적 의지로 극복하려 하는 모습

을 통해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1행에서 드러나듯이 화자는 이미 ‘당신(임)’과 이별한 상황이다. 그것은 ‘나의 입

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되듯이 객관적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그 상황을 ‘거

짓 이별’이라 규정하면서 부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별’의 부정은 곧 사랑의 실패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이는 

변함없는 사랑을 지킬 수 있는 바탕이 된다. 화자는 ‘이별’이라는 객관적 상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랑의 실

패를 부정·극복하고, 만남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거짓 이별이 떠나는 것, 곧 만남을 기다

리는 것은 길고 힘든 과정이지만, 화자는 ‘당신’에 대한 자신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확고한 

자세를 부각하고 있다. 통사 구조의 반복, 대비적 표현, 감각적 이미지, 경어체의 어투 등을 통해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갈래	 서정시, 자유시 화자	 ‘당신’과 이별한 사람

성격	 낭만적, 애상적, 의지적, 구도적  

주제	 ‘당신’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재회에 대한 소망

구성	

•1연: 이별 상황에서의 만남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과 안타까움

•2연: 변함없는 사랑과 만남에 대한 확신

•3연: 고통스러울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핵심	정리

		구도적(求道的): 진리나 종교적인 깨

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당신’의	정체에	따른	주제	해석

근거 ‘당신’의	정체 해석

작가가 승려임. 부처 종교적 깨달음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노래한 시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가로 활동함. 조국 조국 광복에 대한 의지와 신념을 노래한 시

사랑의 감정을 노래함. 연인 연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노래한 시

		쇠잔(衰殘)하다: 쇠하여 힘이나 세력이 

점점 약해지다.

		작품의	전개	과정

		감내(堪耐)하다: 어려움을 참고 버티어 

이겨 내다.

‘당신’과	이별했지만	그것은	거짓	이별임.
•이별에 대한 부정 = 사랑의 지속에 대한 긍정

•객관적 상황을 주관적 인식으로 극복하려는 의지

  그러나

거짓	이별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쇠잔함 . 간절하고 고통스러운 기다림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도	마음은	변하지	않음.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거짓	이별이	떠날	것을	확신함. 만남에 대한 확신

  그러나

그때까지의	현실은	고통스러울	것임. 고통에 대한 염려 + 고통을 감내하려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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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작품을	분석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대상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만남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01

객관적 상황을 주관적 의지로 극복하려 하는 기다림의 자세를 그리고 있다.

이별

객관적 상황

‘당신’과의 단절. 사랑의 실패

거짓	이별

화자의 주관적 인식

객관적 상황에 대한 부정.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 

02

경어체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03 ‘-ㅂ니다,�-습니다’,�‘-요’:�공손함과�경건함

시적 대상인 ‘당신’은 종교적 절대자 , 조국, 연인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04 		절대자(絕對者): 스스로 존재하면서 

그 자신만으로 완전한 것. 신, 실체, 절

대정신 따위를 이른다.

화자는 거짓 이별이 떠날 것을 기다리는데, 이는 곧 ‘당신’과의 만남을 소망하는 것이다.05

1연 3행에서는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당신’과 하루빨리 만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현

실로 인해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06

화자는 거짓 이별이 떠나는 것, 곧 ‘당신’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것은 길고 힘든 과정이지

만(1연 4~6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 대한 자신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면서 ‘당신’

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확고한 자세를 부각하고 있다(2연).

07

1~2연에서는 통사 구조의 반복 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며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연 2연

‘~어 가는 두 ~의 ~이/가 ~에 ~서 ~이/가 

될까요.’의 반복
‘~은/는 ~어 가도 ~은 ~어 갑니다.’의 반복

운율을 형성함.

간절하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부각함.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부각함.

09 		반복의	효과: 운율을 형성하고 시적 의

미를 강조함.

1~2연에서는 다양한 이미지와 대비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과 태도를 드러내고 있

다.

1연 젊음, 생명력 ↔ 늙음, 쇠락함
도화(桃花) ↔ 낙화(落花)  하강의 이미지

푸른 구름 ↔ 백설(白雪)  시각적 이미지(색채 대비)

2연
변화(악화)되는 상황 

↔ 변하지 않는 화자의 태도

희다. ↔ 붉다.  시각적 이미지(색채 대비)

식어 가다. ↔ 더워 가다.  촉각적 이미지

사태가 나다. ↔ 물결이 뛰놀다.  동적 이미지

10

3연에서는 거짓 이별이 언젠가는 떠날 줄을 안다는 표현을 통해 ‘당신’과의 만남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11

3연에서는 이별을 죽음과 연결 지으면서 이별로 인한 고통을 드러내는 한편, 그것을 감내

하려는 자세를 표현하고 있다.

12

1연 5~6행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5행 (두 볼의) 도화(桃花) 낙화(落花)

6행 (두 귀 밑의) 푸른 구름 백설(白雪)

젊고 생기 있는 화자의 모습 늙고 쇠잔한 화자의 모습

08

151현대시•01 거짓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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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전 산문

이야기꾼	오물음									/	이야기	주머니

작자	미상,	「이야기꾼	오물음」

서울에 오씨(吳氏)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는 옛이야기를 잘하기로 유명하여 두루 재상가의 집에 드나

들었다.

그는 식성이 오이와 나물을 즐겼다.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오물음이라 불렀다. 대개 ‘물음’이란 익힌 나물을 

이름이요, 오씨와 오이가 음이 비슷한 때문이었다.

한 종실(宗室)이 연로하고, 네 아들이 있었다. 물건을 사고팔기로 큰 부자가 되었지만 천성이 인색하여 추호

도 남 주기를 싫어할 뿐 아니라 여러 아들에게조차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고 있었다. 더러 친한 벗이 권하면,

“내게도 생각이 있노라.”

고 대답할 뿐 세월이 흘러도 차마 재산을 나누어 주지 못하였다.

하루는 ㉡그가 오물음을 불러 이야기를 시켰다. 오물음이 마음속에 한 꾀를 내어 옛이야기를 지어서 했다.

장안 갑부에 이동지란 이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부귀 장수하고 아들을 많이 낳아서 사람들이 늘 ‘상팔자’라

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동지가 가난해서 고생하다가 자수성가하여 부가옹(富家翁)이란 말을 듣게 되었기 때문

에, 성질이 인색하였으며 비록 자식 형제에게도 닳아진 부채 한 개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죽음에 임박해서 곰곰

이 돌이켜 보니, 세상만사가 모두 허사이고, 자기는 오직 재물 재(財) 자 한 자에 일평생 종이 되어서 얽매인 셈

이었습니다. 병석에서 생각해 보고 생각해 볼수록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식들

을 불러 유언하기를,

  “내 평생, 고생고생하여 재물을 모아 이제 부자가 되었구나. 그런데 지금 황천길을 떠나는 마당에 백 가지로 

생각해 본들 한 개 물건도 가져갈 도리가 없구나. 지난날 재물에 인색했던 일이 후회스럽다. 명정이 앞을 서

나 상엿소리가 구슬프고, 공산에 낙엽 지고 밤비 내리는 쓸쓸한 무덤 속에서 비록 한 푼 돈인들 쓸 수가 있겠

느냐. 내 죽어 염습(殮襲)하여 입관할 제 두 손에 악수(幄手)를 끼우지 말고, 관 양편에 구멍을 뚫어 내 좌우 

손을 그 구멍 밖으로 내놓아 길거리 행인들로 하여금 내가 재물을 산같이 두고 빈손으로 돌아감을 보도록 하

여라.” / 하고 이내 운명했답니다.

이동지가 죽은 후에 자식들이 감히 유언을 어기지 못하고 그대로 시행했답니다. 소인이 아까 노상에서 우연히 

상행(喪行)을 만나 두 손이 관 밖으로 나왔음을 괴이하게 여겨 물어보았더니, 곧 이동지의 유언이었습니다.

인지장사(人之將死)에 기언야선(其言也善)이라더니 과연 옳은 말입니다.

그 종실 노인이 듣고 보니 은연중 자기를 두고 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의 말에 조롱하는 뜻이 들었지만, 그 

말은 이치에 타당하였다. 이에 즉석에서 깨닫는 바가 있어 오물음에게 상을 후하게 주어 보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드디어 여러 자식 앞으로 재산을 나누고 일가 친구에게도 보화를 흩어 주었다. 그러고는 산

정에 들어앉아 거문고와 술을 즐기며 종신토록 금전상의 말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직업적인 이야기꾼

재상의 집이나 집안

중심인물의 이름(별명)과 그 유래

▶ 오물음에 대한 소개

임금의 친족 나이가 많고

『
상업

가을철에 털갈이하여 새로 돋아난 짐승의 가는 털이라는 뜻으로, 매우 적거나 조금인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상황을 모면하려는 말일 뿐 재산을 나눌 생각은 없음.

『  』: 종실 노인의 성격–인색하고 배려할 줄 모름.
』

▶ 오물음이 인색한 종실 노인에게 이야기를 들려줌.

수도라는 뜻으로, ‘서울’을 이르는 말

종실 노인을 풍자한 허구적 인물

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재산을 모아 부잣집의 늙은 주인

몹시 인색함.

이동지의 깨달음–인생무상, 물욕의 허망함

잘못을 깨달았지만 바로잡을 시간이 없음.–너무 늦은 깨달음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  』: 죽은 뒤에는 재물이 소용이 없음.–물욕의 덧없음

『
죽은 사람의 관직과 성씨 따위를 적은 기

상여를 메고 가면서 상여꾼들이 부르는 구슬픈 소리

 사람이 없는 산중

』
시신을 씻긴 뒤 수의를 갈아입히고 염포로 묶어 시신을 관 속에 넣을 소렴 때에 시체의 손을 싸는 헝겊

스스로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되려 함.

길거리나 길의 위

자신의 이야기에 신빙성을 부여함.

상여의 뒤를 따르는 행렬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 말이 착하다는 뜻으로, 『논어』에 나오는 말–이동지가 물욕의 허망함을 깨달은 것을 오물음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오물음이 종실 노인에게 들려준 이야기

오물음의 의도를 눈치챔. 풍자의 의도

논리적으로 설득됨. 나누고 베푸는 삶의 중요성

깨달음을 실천함.

산속에 지은 정자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풍류를 즐기며 삶. 살아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 오물음의 이야기를 듣고 종실 노인이 깨달음을 얻음.

작품 감상과 이해의 길라잡이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실존 인물로 추정되는 이야기꾼 오물음의 일화를 다룬 글(민담, 야담)이다. 이야기로 청자에게 깨달음과 감동을 주는 이야기꾼 오물음의 뛰

어난 역량을 서술한 글 속에, 나누고 베푸는 삶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오물음이 지어낸 이야기가 들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조선 후기에 인기를 끌었던 전문 이야

기꾼의 역할과 역량을 보여 주는 동시에 삶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야기꾼�오물음의�일화를�다룬�글(민담,�야담)로,�오물음이�전하는�이야기를�통해�나누고�베푸는�
삶의�중요성을�전달하는�한편,�이야기꾼으로서의�오물음의�역량을�부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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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전 산문

작자	미상,	「이야기	주머니」

ⓐ그전에 참 대갓집이서 독선생을 앉혀 놓구 아들 공불 떡 시키는데 이놈이 공불 않어. 허재며는 자기 아버지

하구 그 이웃 노인네하구 앉아서 옛날얘기를 하는데, ⓑ이놈이 공불 하면서도 이 얘기하는 것을 다 적는 거야. 

적어선, 하룻저녁에 한마디 들으면 하날 적어서 요걸 꼭 종이에다가 적어 가주군 요놈에 걸 봉해 가주군 주머닐 

하나 맨들어서 거기다가 처넣구, 처넣구 한 게 삼 년 동안을 딱 그래다 보니깐 주머니 세 개가 찼어요. 그러니깐 

자기 방 대들보에다 딱 달아 놨지. 요놈의 걸, 얘기 주머니를 보니깐 삼 년 동안을 저녁마다 한 개씩 집어넣었으

니깐 얘기 주머니가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주머니 세 개가 찼으니깐.

사 년째 되던 해에 장가를 가게 됐어요. ⓒ이런 동네서 살 꺼 같음 저기 홍천쯤으로 장가를 가게 됐어요. 이런 

영(嶺)을 하나 넘어가야 하는데 ⓓ그전엔 왜 가마에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낼쯤 출발하게 되면 오늘

쯤 자기 아버지가, 이제 하인들이 있으니깐, 하인더러 명령을 하는 거야.

“너는 내일 누구누구 가말 모시구, 누구는 손님 접대를 해라.” / 이렇게 참 정해 줬단 말야.

그런데 그 가마 모시구 그 샌님 도령을 모시구 영 넘어갈 그 종이, 참 동짓달인데 허깨눈이 밤에 갑짝시레 이

렇게 와서 눈을 씰러 그 도련님 방 문턱엘 이렇게 돌려 씰재니까, 그 방은 도련님은 없구 빈방인데, 얘깃소리가 

중중중중 나더라는 얘기예요. 그전 공부하던 방인데, ‘하, 도련님이 여기 안 기시는데 여기서 무슨 얘깃소리가 

이렇게 나는가?’ 말여. 게서 귀를 이렇게 찌우 들으니깐 아주 여러 사람이 떠드는 게 “이놈에 새끼가 우릴 주머

닐 넣어 가두고 안 풀어놓는다.”는 얘기야.

“그래니깐 이 새끼가 낼 저 고개 넘어 장갤 간다니까 낼 우리가 잡아야 된다.” 이거지.

“우리 여레 이걸 잡아야 되는데…….”

그래니깐 이런 토론이 많이 나오겠지. 응 귀신찌리라도. / “그럼 그걸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래니깐, / “내 말 들어라. 동지섣달에 이 고개 마루턱에다가 난데없는 돌배를 크다만 걸 하나를, 이렇게 잎

이 피여 늘어지게 하고 돌배가 이렇게 매달리고 허먼, 하 그걸 먹을라고 앨 쓸 거다. 그래니깐 그놈의 걸 이렇

게 떡 맨들어 놓으면 새신랑이 오다 그거만 딱 처먹으면 죽을 테니깐 걸 해 놓자.”

아, 요걸 그 가매바리 모시구 갈 그 종놈이 들었단 얘기야. ‘도련님은 내가 살려야겠다.’는 결심을 먹었거든.

중략 부분 줄거리 | 귀신이 된 이야기들의 계획을 엿들은 하인은 결혼을 위해 떠나는 도련님을 따라나서고, 귀신이 된 이야기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으로부터 도련님을 구한다.

  그 얘길 쫙 했어. / “눈 씰러 이렇게 돌아가니깐 도련님 그 공부하던 방에서 서루 그 귀신들찌리 얘길 허는데 

그날 가두구서 풀어 주지 않으니까 이걸 잡아야 되겠다구 그래면서 그 돌밸 만들어 놓구 그걸 먹음 죽게 이렇

게 하자구. 그래서 내가 우정 그렇게 간 거라.”

이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깐 그 얘기 주머니 생각이 나거던. / “아, 그래.”

아, 그래선 참 자기 공부하던 방에 가 보니깐 대들보에다 얘기 주머니 세 개 이렇게 똘똘 말아선 이렇게 주머

니 속에 가뜩가뜩 채워 논 게 매달려 있거든. 아, 그래 이놈의 얘기 주머니를 갖다가선 터쳐서 다 풀어 내보냈단 

말야. 그때 헤쳐 내보냈는데 ⓔ겨우 나는 그놈엣걸 주워듣다 보니깐 그저 한 반 주머니밖에 못 가졌어요. 예, 이

걸루 끝납니다.

구어체, 군말(‘참’), 비속어(‘이놈’)–구술 문화의 특징 ①

한 집의 아이만을 맡아서 가르치는 선생

구술 문화 『  』: 같은 말의 반복–구술 문화의 특징 ②

『

구술된 이야기의 문자화–문자 문화

이야기가 갇힘.–구술 문화의 위기
』

▶ 도련님이 들은 이야기를 적어 주머니에 넣음.

구연자가 놓여 있는 시·공간적 상황을 통해 작중 상황을 설명함.–구술 문화의 특징 ③

길이 나 있어서 넘어 다닐 수 있는, 높은 산의 고개 청자와 공유하는 배경지식을 확인함. → 청자를 앞에 두고 이야기함.–구술 문화의 특징 ④

▶ 장가드는 도련님이 가마를 타고 가게 됨.

음력 11월 ‘함박눈’의 방언

이야기 주머니 속의 옛날이야기들

비속어–도련님을 가리킴.

구술 문화의 반발

동짓달(음력 11월)과 섣달(음력 12월)–먹을 것이 없는 추운 겨울 탐스러운 먹을 것–유혹, 미끼, 함정

가마채

도련님을 구함. + 이야기가 풀려나게 함.–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를 모두 수용하는 존재 ▶ 귀신이 된 이야기들이 복수를 계획하고, 하인이 이를 막으려 함.

‘일부러’의 방언

▶ 도련님을 구한 하인이 도련님에게 사건의 내막을 설명함.

도련님

구술 문화가 문자 문화와 공존하게 됨.

구연자가 작품에 개입함. → 작품 안과 밖의 경계가 모호하여 구연자의 개입이 자유로움.–구술 문화의 특징 ⑤

▶ 하인의 말을 들은 도련님이 주머니를 풀어 이야기를 내보냄.

✽��강원도�지방에서�내려오는�설화를�채록한�것으로,�‘이야기를�주머니에�가두었다�풀어�주는’�이야기를�
통해�구술�문화와�문자�문화�사이에서�일어난�문화사적�변화를�은유적으로�보여�주고�있다.

작품 감상과 이해의 길라잡이

이 작품은 강원도 지방에서 내려오는 설화를 채록한 이야기이다. ‘이야기를 주머니에 가두었다 풀어 주는’ 이야기를 통해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 사이에서 일어난 

문화사적 변화를 은유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구어체, 군말, 사투리나 비속어, 장황한 설명, 반복적 표현 등이 사용되었으며, 청자(채록자)를 의식한 표현, 화자(구연

자)가 놓여 있는 시·공간적 상황을 통해 작중 상황을 설명하는 태도, 작품에 대한 구연자의 개입 등도 드러나고 있다.

281고전 산문•01 이야기꾼 오물음 / 이야기 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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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Check본문 팩트 확인을 통한 문제 해결력 향상!기본 실력 다지기

작품의 의미 이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고 도련님이 들음. (     )

도련님이 들은 이야기를 적음. (     )

종이에 적힌 이야기가 주머니에 갇힘. (     )의 위기

갇혀서 귀신이 된 이야기가 도련님을 죽이려 함. (     )의 반발

하인이 도련님을 구하고 이야기를 풀어 주게 함.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를 모두 수용함.

도련님이 갇혀 있던 이야기를 풀어 줌.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의 공존

「이야기 주머니」를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 사이의 문화사적 변화에 대한 은유로 해석할 때, ‘구

술 문화’와 ‘문자 문화’ 중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13

「이야기 주머니」

㉣ 귀신이 된 이야기들은 도련님에 대해 ( 절치부심  / 호가호위  )하고 있다.

㉤   하인의 도움으로 도련님은 귀신이 된 이야기들의 함정에서 벗어나 ( 간담상조  / 기사

회생  )하고 있다.

12

「이야기꾼 오물음」

㉠ 이동지는 자신의 죽음이 ( 반면교사  / 사면초가  )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   종실 노인은 오물음이 한 이야기를 듣고 ( 대오각성 / 분기탱천  )하여 ( 개과천선 / 오

매불망  )하고 있다.

㉢ 종실 노인은 재산을 나누어 준 후 자연 속에서 ( 유유상종 / 유유자적 )하며 살았다.

11
  반면교사(反面敎師):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부정적인 면에서 얻는 깨달음

이나 가르침을 주는 대상을 이르는 말.

  사면초가(四面楚歌): 아무에게도 도움

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

  분기탱천(憤氣撐天): 분한 마음이 하

늘을 찌를 듯 격렬하게 북받쳐 오름.

  오매불망(寤寐不忘): 자나 깨나 잊지 

못함.

  절치부심(切齒腐心): 몹시 분하여 이

를 갈며 속을 썩임.

  호가호위(狐假虎威): 남의 권세를 빌

려 위세를 부림.

  간담상조(肝膽相照):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하게 사귐.

  기사회생(起死回生): 거의 죽을 뻔하

다가 도로 살아남.

상황에 따른 한자 성어 이해

두 작품의 인물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서 적절한 말을 고르시오.[11~12]

정
답

01 O   02 X   03 O   04 X   05 O   06 O   07 O   08 O   09 O   10 X   11 ㉠: 반면교사, ㉡: 대오각성, 개과천선, ㉢: 유유자적   12 ㉣: 절치부심, 

㉤: 기사회생   13 구술 문화, 문자 문화, 구술 문화, 구술 문화

「이야기꾼 오물음」은 오물음이라는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02

「이야기꾼 오물음」은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들어 있는 구조로 짜여 있다.03

「이야기꾼 오물음」은 중심인물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여 그 인물의 비범한 능력을 부각

하고 있다.

04

「이야기꾼 오물음」은 이야기를 들은 인물의 행동 변화를 통해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05

「이야기꾼 오물음」에서 오물음은 자신이 한 이야기에 대해 주관적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06

「이야기 주머니」는 구술된 내용을 채록한 것으로, 구어체로 진술되고 있다.07

「이야기 주머니」는 같은 말이 반복되며, 군말 이나 비속어 , 사투리의 사용이 두드러진다.08   군말: 하지 않아도 좋을 쓸데없는 군더

더기 말.

  비속어(卑俗語): 격이 낮고 속된 말.

  전기적(傳奇的) 요소: 초현실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을 이르는 말.

  구연자(口演者): 동화, 야담, 민담 따위

를 여러 사람 앞에서 말로써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야기 주머니」는 전기적 요소 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09

「이야기꾼 오물음」 과 「이야기 주머니」 는 모두 민간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01

작품의 종합적 이해

두 작품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표 하시오. [01~10]

「이야기 주머니」에서 구연자 는 작품에 개입하지 않은 채 객관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전달

하고 있다.

10

282 수능특강 평가문제집•문학(상)

EBS 수특 평가문제집(278-360)_고전산문.indd   282 23. 2. 9.   오전 9:10



Think Up!학교 시험 & 수능 완벽 대비내신  수능 대비 문제

「이야기꾼 오물음」 과 「이야기 주머니」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①   구어체로 서술되고 있다.

②   인물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

③   역순행적 구성 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④   민간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⑤   개인과 사회의 갈등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역순행적(逆順行的) 구성: 시간의 순

서에 따르지 않는 구성.

  개인과 사회(세계)의 갈등: 사회 제도

나 윤리 때문에 개인이 겪게 되는 갈

등(개인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사회 속

에서 겪게 되는 갈등).

1
작품 간의 공통점 이해출제 예감

「이야기꾼 오물음」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때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은?

①   A에서는 인물의 직업과 이름(별명)의 유래가 제시되고 있다.

②   B를 통해 A에서 소개한 인물의 실력이 부각되고 있다.

③   B는 나누고 베푸는 삶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④   B는 인물의 행위가 ‘계기 → 실행 → 결과’ 순으로 제시되고 있다.

⑤   B는 액자식 구성 을 통해 내부 이야기에 필연성 을 부여하고 있다.

인물 소개

A

인물의 일화

B

| 보기 |

  액자식 구성(額子式構成): 소설, 희곡 

따위에서, 이야기 속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구성.

  필연성(必然性): 사물의 관련이나 일

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요소나 성질.

2
작품의 구조 이해출제 예감

<보기>를 바탕으로 「이야기 주머니」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어른들이 옛날이야기를 하고 도련님이 이것을 듣는 것은, 구술 문화가 생명력을 가

지고 유통되는  상황을 보여 준다.

②   도련님이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종이에 적는 것은, 구술 문화 안에서 유통되던 이야

기들이 문자로 기록되면서 문자 문화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③   종이에 적힌 이야기들이 주머니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은, 구술 문화가 자유롭게 유

통되지 못하면서 소멸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④   하인이 도련님을 구하고 귀신이 된 이야기들도 풀려나게 만든다는 것은, 구술 문화

와 문자 문화를 모두 수용하는 입장이 존재함을 보여 준다.

⑤   도련님이 하인의 말을 듣고 갇혀 있던 이야기들을 풀어 주는 것은, 구술 문화가 소멸

되지 않고 문자 문화와 공존하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야기 주머니」는 ‘이야기를 주머니에 가두었다 풀어 주는’ 이야기를 통해 구술 문화

와 문자 문화 사이에서 일어난 문화사적 변화를 은유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보기 |

  유통(流通)되다: 화폐나 물품 따위가 

세상에서 널리 쓰이다.

  공존(共存)하다: 두 가지 이상의 사물

이나 현상이 함께 존재하다.

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수능특강 엿보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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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Up!

다음은 「이야기꾼 오물음」의 ‘오물음’과 「이야기 주머니」의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설

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6
서답형 문제

‘오물음’과 ‘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작

품 전체로 볼 때 ‘오물음’은 서술의 인 반면, ‘나’는 서술의 

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이 ㉡을 풍자하기 위해 만들어 낸 허구적 인물이다.

②   ㉠은 청자인 ㉡의 행실과 성격을 고려하여 화제를 설정하고 있다.

③   ㉠은 ㉢에 대해 긍정적으로, ㉡은 ㉢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④   ㉢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반면, ㉡은 ㉠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고 있다.

⑤   ㉢은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을 갖지 못한 반면, ㉡은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을 갖고 있

다.

4
인물의 특징 이해출제 예감

「이야기꾼 오물음」과 「이야기 주머니」의 화자와 청자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때 각 이야기의 소

통 과정을 서술하시오. (‘~은/는 <화자>가 <청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의 형태로 

쓸 것)

7
서술형 문제 

화자 청자

「이야기꾼 오물음」 오물음 종실 노인

「이야기 주머니」 구연자 채록자

<보기>를 바탕으로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군더더기 표현이나 비속어를 그대로 제시하고 있는 것에서, 구술 내용을 가감  

없이 채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 간단하게 다듬어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같은 말을 반복하

여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 구어적 상황임을 알 수 있다.

③   ⓒ: 구연자가 놓여 있는 시·공간적 상황을 통해 작중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서, 

구술 문화의 특징을 알 수 있다.

④   ⓓ: 청자에게 말을 건네면서 청자의 반응에 따라 이야기의 내용을 바꾸고 있는 것에

서, 청자를 앞에 두고 이루어지는 구술 상황임을 알 수 있다.

⑤   ⓔ: 구연자가 작품에 개입하고 있는 것에서, 작품 안과 밖의 경계가 모호하여 구연자

의 개입이 자유로운 구술 문화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이야기 주머니」는 구술한 내용을 채록한  작품으로, 구어적 상황이 반영된 표현과 

구어체 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으며, 구연자의 상황이나 경험, 생각 등이 자유롭게 

반영되는 구술 문화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 보기 |

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수능특강 엿보기 문제

  채록(採錄)하다: 필요한 자료를 찾아 

모아서 적거나 녹음하다.

  구어체(口語體): 글에서 쓰는 말투가 

아닌, 일상적인 대화에서 주로 쓰는 말

투.

  가감(加減): 더하거나 빼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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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Point작품 완벽 정리작품 한눈에 보기

갈래 설화 , 민담(야담 ) 성격 교훈적

주제 오물음의 뛰어난 이야기 실력 / 물질적 욕망의 허망함 / 나누고 베푸는 삶의 중요성

특징

•오물음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일화를 통해 이야기꾼으로서 그의 뛰어난 실력을 부각함.

•‘오물음에 대한 이야기’ 속에 ‘오물음이 하는 이야기’가 포함된 형태로 구성됨.

•내부 이야기와 그것을 수용하는 인물의 태도 변화를 통해 교훈적 주제를 전달함.

•오물음이라는 인물의 행위가 ‘계기 → 실행 → 결과’의 순으로 제시됨.

		「이야기꾼	오물음」	핵심	정리

갈래 설화, 민담 성격 은유적, 전기(傳奇)적

주제 ‘이야기’(구술 문화)에 닥친 위기와 그 극복

특징

•구술된 내용을 채록한 것으로 구어체로 진술됨.

•군말, 비속어, 사투리, 반복적 표현 등이 그대로 드러남.

•구연자의 상황이나 경험, 생각 등이 자유롭게 반영되는 구술 문화의 특징을 보여 줌.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 사이의 문화사적 변화를 은유적으로 표현함.

		「이야기	주머니」	핵심	정리

  야담(野談): 야사(野史: 민간에서 사사

로이 기록한 역사)를 바탕으로 흥미 있

게 꾸민 이야기.

  설화(說話): 각 민족 사이에 전승되어 

오는 신화, 전설, 민담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신화

우주의 기원, 신이나 영웅, 

민족의 시조 등에 관한 이

야기

전설

공동체의 내력이나 자연

물·인공물의 유래 등에 관

한 이야기

민담 흥미 위주의 이야기

		「이야기꾼	오물음」	작품의	구조

인물 소개

전문적인 이야기꾼으로, 오물음이

라는 이름으로 불림.

인물의 일화

인색한 종실 노인(행위의 계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어(행위의 실행) 깨달음을 

얻게 함.(행위의 결과)

		「이야기꾼	오물음」	이야기의	소통	과정

오물음 종실 노인이동지(청자를 풍자한 허구적 인물) 이야기

화자 청자메시지

		「이야기	주머니」	이야기의	소통	과정

구연자(박광철) 채록자이야기가 주머니에 갇혔다 풀려난 이야기

화자 청자 / 기록자메시지

		「이야기	주머니」	작품의	구조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고 도련님이 들음. 구술 문화

도련님이 들은 이야기를 종이에 적음. 문자 문화

종이에 적힌 이야기가 주머니에 갇힘. 구술 문화의 위기

하인이 도련님을 구하고 이야기를 풀어 주게 함.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를 모두 수용함.

갇혀서 귀신이 된 이야기가 도련님을 죽이려 함. 구술 문화의 반발

도련님이 갇혀 있던 이야기를 풀어 줌.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의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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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고전 산문

Core Check학교 시험+수능에 꼭 출제되는 내용 정리작품 완전 분석

 다음은 작품을 분석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내부 이야기와 그것을 수용하는 인물(종실 노인)의 태도 변화를 통해 교훈적 주제를 전달

하고 있다.

04
물질적�욕망의�허망함�/�나누고�베푸는�삶의�중요성

구술된 내용을 채록한 것으로, 구어체로 진술되고 있다.09

전기적 요소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12 이야기가�귀신이�되어�사람을�죽이려�함.

군말, 비속어, 사투리, 반복적 표현 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10
군말:�‘참’�등�/�비속어:�‘이놈’,�‘이�새끼’�등�/�사투리:�‘허깨눈’,�‘우정’�등�/�반복적�표현:�‘이�얘기하는�것을�다�적는�거야.�적어선�~�꼭�종이에다가�적어�가주군’�등

이야기꾼인 오물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민담이다.01

작자 미상, 「이야기꾼 오물음」

‘이야기 주머니’에 얽힌 이야기를 다룬 민담이다.07

작자 미상, 「이야기 주머니」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 사이의 문화사적 변화를 은유적 으로 표현하고 있다.08   은유적(隱喩的): 사물의 상태나 움직

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것.

구술 문화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고 도련님이 들음.

문자 문화 도련님이 들은 이야기를 종이에 적음.

구술 문화의 위기 종이에 적힌 이야기가 주머니에 갇힘.

구술 문화의 반발 갇혀서 귀신이 된 이야기가 도련님을 죽이려 함.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를 모두 수용함. 하인이 도련님을 구하고 이야기를 풀어 주게 함.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의 공존 도련님이 갇혀 있던 이야기를 풀어 줌.

이동지와 종실 노인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06
이동지(종실 노인을 풍자한 허구적 인물) 종실 노인

인색함.

스스로 깨달음을 얻음. 다른 사람(오물음)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음.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을 갖지 못함.

→ 재산을 나누지 못함. /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람.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을 가짐.

→   재산을 나누어 줌. / 타인(이동지)을 반면교사로 삼아 잘

못을 고침.

구연자의 상황이나 경험, 생각 등이 자유롭게 반영되는 구술 문화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11
구연자의 상황, 경험 등이 반영됨. 구연자가 직접 개입함.

‘이런 동네서 살 꺼 같음 저기 홍천쯤으로 장가를 가게 됐

어요.’

‘겨우 나는 그놈엣걸 주워듣다 보니깐 그저 한 반 주머니밖

에 못 가졌어요.’

‘오물음에 대한 이야기’ 속에 ‘오물음이 하는 이야기’가 포함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03
이동지�이야기

오물음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일화를 통해 그의 뛰어난 실력을 부각하고 있다.02

  역량(力量):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인물 소개

전문적인 이야기꾼으로, 오물음이

라는 이름으로 불림.

인물의 일화

인색한 종실 노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어 깨달음을 얻게 함.

→ 이야기꾼으로서의 역량 이 뛰어남.

오물음이라는 인물의 행위(이야기하기)가 ‘계기 → 실행 → 결과’의 순으로 제시되고 있다.05
행위의 계기

종실 노인이 인색함.

행위의 실행

종실 노인에게 이야기를 지어서 들려줌.

행위의 결과

종실 노인이 깨달음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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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개념 학습PART 1

울음소리(청각적 이미지)를 가을밤같이 차다(촉각적 이미지)고 표

현한 감각의 전이(轉移)가 드러나 있다.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화자와 대상인 여승이 분리되어 있으며, 화자는 관찰자로서 여승

의 삶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04

06

07

기본 실력 다지기

01 본문 010~013쪽여승

종장에서 ‘아이야’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는 시조에서 관용구처럼 04

기본 실력 다지기

02 본문 014~017쪽샛별 지자 종다리 떴다 / 시비에 개 짖거늘 / 논밭 갈아 김매고

음성 상징어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시적 대상인 여인이 생동감 있

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도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에서 하강

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여승의 한과 서러움을 ‘산꿩’에 이입하여 표현하

고 있다. ③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여인의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④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섶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등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시적 대상인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보여 주는 관찰자에 해

당한다. 

오답 해설 ② 여인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자신과 여인의 삶을 비교하고 있지

는 않다. ③ 여인을 통해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화자가 여인과 하나가 되려는 의지는 찾을 수 없다. ⑤ 화자가 여인을 관찰하고 있

을 뿐 여인과 상호 작용하며 교감하고 있지는 않다.

<보기>로 볼 때, 여인이 ‘금점판’에서 ‘옥수수’를 파는 것은 농촌 

공동체의 몰락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를 이어 가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으나, ‘나’가 옥수수를 사는 것은 농촌 공동체의 

회복과는 관계가 없다. 

오답 해설 ② ‘지아비’가 가족을 두고 ‘나아간’ 것은 일제의 수탈로 살 길이 막막해

져 일자리를 찾아 떠난 것으로, 가난으로 인해 가족 공동체가 파괴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③ 힘든 현실 속에서 ‘어린 딸’마저 목숨을 잃게 된 상황은 여인의 기

구한 삶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④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

진’에서 여인이 속세를 떠나 여승이 되기 위해 삭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눈물

방울’을 통해 여인이 견디기 힘든 삶을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⑤ 비극적 삶을 살

다가 여승이 된 여인의 기구한 삶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 아닌 역순행적 구

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1

2

3

1 ⑤    2 ①    3 ①    4 여인의 삶은 식민지 현실에 희생당한 우리 민족의 삶을 

대변해 준다. 

내신 대비 문제

「샛별 지자 종다리 떴다」는 ‘샛별 지자’를 통해, 「시비에 개 짖거

늘」은 ‘명월’, ‘추풍’을 통해, 「논밭 갈아 김매고」는 ‘점심’, ‘석양’

을 통해 시간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⑤ 세 작품 모두 어조의 변화나 동일한 구절의 반복, 시선의 이동

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시비에 개 짖거늘」의 ‘개 짖’는 소리, ‘일진(一陣) 추풍에 

잎 지는 소리’와, 「논밭 갈아 김매고」의 ‘콧노래’, ‘긴 소리 짧은 소리’에서 청각적 

심상을 확인할 수 있지만, 「샛별 지자 종다리 떴다」에는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석양’은 하루 일과를 마치는 시간적 배경으로, 서민들의 삶의 애

환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논밭과 무림산중에서 일하는 농부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서민들의 일상을 알 수 있다. ② 농부는 ‘무림산중(茂林山中)’, 즉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산속에서 땔나무를 구하는 노동을 하고 있다. ③ ‘베거니 

버히거니’는 농부가 노동을 하는 장면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이다. ④ 농부는 점

심을 먹은 뒤 휴식을 취하며 ‘콧노래’를 흥얼대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저녁에 

어깨를 추키면서 ‘긴 소리 짧은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힘든 생활 속에

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농부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샛별 지자 종다리 떴다」의 종장은 풍년이 들어 시절이 좋으니 이

슬에 옷이 젖어도 상관없다는 내용으로, ㉡은 생활이 풍족하지 못

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은 화자가 ‘호미 메고 사립’을 나서는 시간으로, 새벽에서 이른 아

침을 나타낸다. ③ ㉢으로 인해 화자는 임이 왔다고 착각하여 밖으로 나가 보게 된

다. ④ ㉣ 뒤에서 화자는 ‘어깨를 추키면서 긴 소리 짧은 소리’를 하며 돌아가고 있

으므로, ㉣은 농부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에 해당한다. ⑤ 농부가 ㉤

과 같이 소리를 하는 것은 낙천적이고 풍류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1

2

3

1 ④    2 ⑤    3 ②    4 원망

내신 대비 문제

쓰이는 말로, 대화체가 사용된 것은 아니다.

중장의 ‘명월이 만정(滿庭)한데’에서 시각적 심상을, ‘일진(一陣) 

추풍에 잎 지는 소리’에서 청각적 심상을 확인할 수 있다.

‘추풍’을 통해 계절적 배경이 가을임을 알 수 있지만, 이로 인해 

화자의 외로움이 심화된다고 볼 근거는 찾을 수 없다.

‘하더라’라는 서술어를 통해 화자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화자

가 농부를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7

09

15

‘나’는 일곱 살 어린아이로서 세상을 제한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조숙한 태도로 어른들의 세계가 지닌 부조리함

과 모순을 폭로하기도 하므로, 서술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

기 어렵다.

03

기본 실력 다지기

03 본문 018~022쪽원미동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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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안에 위치한 서술자인 ‘나’가 등장인물인 몽달 씨와 김 반장

의 모습과 행동을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이 글에서 서술자는 작품 안에 

위치해 있으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자신의 내면세계를 보여 주고 있지는 

않으며, 자신의 눈에 비친 주변 인물들에 대해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② 3인칭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이 글에서 서술자는 ‘나’로, 작품 안에 위치해 있다. ④ 이 

글에 의식의 흐름 기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⑤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이 글에서 ‘나’는 다른 인물들의 생각을 추측하고 있을 뿐 그들의 생각과 행위의 

의미를 모두 알고 있지는 않다.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김 반장은 자신에게 피해가 될까 싶어 불

량배들에게 쫓기는 몽달 씨를 매몰차게 쫓아냈다. 이를 통해 김 

반장이 상황을 모면하는 데 급급한 이해타산적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김 반장은 이해타산에 따라 행동하는 인물이므로, 세태에 휩쓸리지 

않는 주체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⑤ 김 반장은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중시

하는 인물이므로, 사태를 공정하게 판단하거나 모두의 입장을 공평하게 수용한다

고 보기 어렵다. ③ 김 반장을 이기적 인물로 볼 수는 있지만, 그의 행동이 공동체

의 가치를 파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 반장이 불량배들에게 쫓기던 몽달 씨를 모른 체하며 매몰차게 

쫓아냈다고 하였으므로 몽달 씨를 모른다고 하며 나가라는 말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④ 김 반장이 몽달 씨를 쫓아냈다고 하였으므로 싸움을 말리는 말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몽달 씨를 쫓아내는 말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⑤ 

김 반장은 자신에게 피해가 될까 봐 걱정하였으므로 다 같이 들어와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보자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

2

3

1 ③    2 ④    3 ③    4 은사시나무 /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당하는 자신의 모습

이 박해받는 은사시나무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신 대비 문제

전기적인 요소 없이 현실적인 공간에서 남녀의 사랑을 사실적으

로 그리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노파의 집에서의 김생과 영영의 만남 - 궁녀라는 영영의 처지로 인

한 이별 - 회산군 집에서의 재회’의 구조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③ ‘어린아이가 

엄마를 본 것처럼’, ‘나비는 희롱하듯 벌들은 미친 듯’ 등과 같이 다양한 비유를 통

해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④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⑤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는 순행적 구성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중략 부분 줄거리’에 따르면 궁녀라는 영영의 처지 때문에 두 사

람이 헤어지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김생은 반신반의하면서 영영을 기다리고 있었다. ② 영영이 집에 들

어가기를 꺼린 것은 집 앞 풍경이 평소와 달라서였다. 영영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김생을 보지 못했다. ④ 회산군의 부인이 영영에게 차를 내오게 한 것은 

술로 인해 갈증을 느낄 김생을 배려한 것이다. 부인은 두 사람의 사연을 모르고 있

으므로 일부러 영영에게 차를 내오게 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영영이 안으로 들어

가면서 품속에서 떨어뜨린 편지를 김생이 얼른 주웠을 뿐 장획이 전달해 준 것은 

아니다. 

‘설령 이 몸이 ~ 낭군 역시 저를 생각하고 있었는지요?’로 보아 

영영은 김생이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김생의 사랑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

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박명한 첩 영영은 재배하고 낭군께 사룁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저는 살아서 ~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로 보아 영영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음을 알 수 있다. ③ ‘그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슬프지 않았

겠습니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지는 해’, ‘저녁 하늘’, ‘새벽별’, ‘이지러진 

달’ 등의 자연물을 활용하여 자신의 한과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1

2

3

1 ②    2 ③    3 ⑤    4 김생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이면서 연기

하듯이 행동하는 인물이다. 

내신 대비 문제

몽달 씨를 폭행하는 불량배들은 공동체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파

괴하는 부도덕한 인물로 볼 수 있지만, 주인공은 그들이 아닌 몽

달 씨이다.  

사람들이 몽달 씨를 경멸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가 약간 돌았

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몽달 씨네 집은 ‘하루 종일 에어컨이 돌

아가는 부자’로, 그곳에 사는 몽달 씨는 가난하여 집도 없이 떠돌

아다니는 처지는 아니다.

‘나’는 몽달 씨에게 그날 밤 김 반장이 몽달 씨를 쫓아내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을 뿐, 동네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폭로하고 있지는 

않다.

‘나’는 몽달 씨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모습에 연민을 느

낄 뿐 그를 한심하게 여기거나 비웃고 있지는 않다. 

06

09

13

16

인물 간의 대화와 서술자에 의한 요약적 제시를 적절히 섞어 가며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영영의 이모인 노파가 김생과 영영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지만 전지전능한 인물은 아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며 과거를 회상하는 형

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서리 맞은 파리 같았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본 것처럼’, ‘나비

는 희롱하듯 벌들은 미친 듯’ 등과 같이 다양한 비유를 통해 생동

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인 고전 소설과 달리 전기적 요소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

김생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노파의 집에 들른 척 연기를 했다.

회산군의 부인은 광대들의 재주를 구경하고 싶은 마음에 김생의 

유가 행렬을 집에 들였다.

김생과 영영은 서로 눈길만 주고받을 뿐 아는 체를 하지 못했다. 

02

03

04

05

09

12

15

16

작품 밖의 서술자가 사건은 물론 인물의 심리까지 서술하는 전지

적 작가 시점이다.

01

기본 실력 다지기

04 본문 023~027쪽상사동기

03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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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어체를 사용함으로써 자칫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 내용을 부드

럽게 전달하고 있다. 경어체의 사용과 객관적인 내용 전달은 관계

가 없다.

글쓴이는 이스탄불에 대한 무지의 원인을 ‘이중의 벽’으로, 관용

을 ‘웅장한 오케스트라’로 비유하고 있다.

가상의 수신인인 ‘당신’을 받는 사람으로 하는 엽서의 형식을 취

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스탄불은 로마나 파리보다 거리상 가까웠지만, 글쓴이가 이스

탄불의 역사에 대해 무지했고, 중국과 유럽 중심의 세계관이 글쓴

이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탄불을 멀게 느낀 

것이다.

소피아 성당은 이스탄불에 있다는 이유로 그보다 못한 유럽 유적

들에 비해 그 예술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03

04

05

08

10

기본 실력 다지기

06 본문 033~037쪽관용은 자기와 다른 것,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한 애정입니다

<중략> 이후에서도 김창호는 자신이 몰락한 원인을 깨닫지 못하

고 여전히 매스컴의 주목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제시된 부분은 김창호가 홍 기자나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며 몰락하

는 장면을 보여 준다. ② <중략> 이전에서 김창호가 홍 기자에게 자신을 “동진 광

업소 동 5 갱에 묻혀 있던 광부 김창호.”라고 소개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③ 김창

호가 카메라 앞에서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⑤ 김창호는 갱 속

에서 구출되면서 세상으로 나오게 되고, 세속적으로도 출세하게 된다.

홍 기자는 [A]에서, 말로는 매스컴을 경계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말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

다. 이는 허위성을 지닌 인물이 오히려 매스컴의 이중성을 비판하

고 있는 면모를 보이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홍 기자의 직업을 토대로 그를 매스컴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인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한 그의 모습을 고발하는 것은 아니다. ② 홍 기자는 기삿거리

에만 관심이 있는 인물로, 사건의 진실성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 ③ 홍 기자는 매스

컴의 허위를 드러내는 인물이므로, 매스컴에 조종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는 상관이 없다. ⑤ 김창호를 현대 사회의 가치관 속에서 아픔을 겪는 인물로 볼 

수 있지만, [A]는 홍 기자의 대사이므로 이 부분에서 김창호의 아픔을 드러낸다고

는 볼 수 없다.

㉣에서 홍 기자는 인부들의 구출 소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특종거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여 급하게 방송을 끝내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밝은 목소리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홍 기자가 ㉠과 같이 말한 이유는,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김창호가 귀

찮았기 때문이다. ② ㉡에서 홍 기자는 김창호를 발견한 후 그를 기삿거리로 생각

하여 그에게 달려가게 된다. ③ 김창호는 처음에는 머뭇거리지만, 자신에게 박수치

는 구경꾼들을 향해 웃으며 손을 들어 답례한다. ⑤ ㉤은 매몰된 인부가 구출되면

서 홍 기자, 구경꾼들, 카메라가 모두 떠나고 김창호 일가만 남게 된 상황이다.

1

2

3

1 ④    2 ④    3 ④    4 하늘로 가자!, 세우는 거다.

내신 대비 문제

이중의 장벽은 중국과 유럽 중심의 세계관이 만든 장벽으로, 실제

로 이스탄불을 둘러싸고 있는 장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글쓴이

의 감상이다.

오답 해설 ① ‘중국 대륙을 횡단하고 런던·파리·아테네를 거쳐서 이스탄불에 도

착했기 때문입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③ ‘블루 모스크에서 나는 우리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관용을 ~ 현란한 빛의 향연을 연출합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④, ⑤ 

‘이스탄불에 있는 동안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 그것을 열어 가는 멀고 먼 

여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에서 알 수 있다.

소피아 성당은 비잔틴 문명의 절정을 보여 주지만, 유럽의 문화가 

우월하다는 선입견 때문에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③ 소피아 성당을 파괴하지 않고 성화를 가리는 칠을 했던 것을 통

해 알 수 있듯이, 이슬람은 점령지의 종교와 문화라도 파괴하지 않고 보존함으로

써 이교도 문화에 대한 관용과 관대함의 정신을 보여 주었다. ④ 이스탄불의 역사

에는 마호메트 2세의 이야기와 같은 장대한 드라마가 있지만, 유럽 중심의 역사관 

때문에 세계의 역사에서 소외되어 왔다.

글쓴이가 ‘이스탄불과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비잔틴’을 구별하지 

못한 것은, 중국과 유럽 중심의 세계관으로 인해 이슬람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이다. 자신과는 다른 공동체와 소통하

지 못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

오답 해설 ② 글쓴이의 ‘머릿속에 완강히 버티고 있는 이중의 장벽’은 중국의 장벽

과 유럽의 장벽, 즉 중국과 유럽 중심의 세계관에 해당한다. ③ 마호메트 2세가 소

피아 성당에 대한 일체의 약탈을 엄금한 것은, 다른 문명과 종교에 대한 관용에 해

당한다. ④, ⑤ 글쓴이는 마지막 문단에서 관용적인 태도가 부족했던 자신의 삶과 

사고를 반성하며, 편견과 고정 관념을 만드는 의식의 장벽을 허물어야 함을 강조

하고 있다.

1

2

3

1 ②    2 ⑤    3 ①    4 우리에게 편견이나 고정 관념을 갖게 함으로써, 이스탄불

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

내신 대비 문제

<중략> 이전에서 김창호와 홍 기자가 갈등을 겪는다고 볼 수도 있

지만, 화해는 나타나지 않으며 이를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

지도 않다.

김창호는 구출되어 유명세를 겪으며 상승하나, 몰락하며 하강한

다. ‘상승-하강’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다.

인물이 작중 상황을 해설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홍 기자는 김창호를 단번에 알아보지 못하며, 더 이상 상품 가치

가 없는 그를 귀찮아하며 무시한다. 

김창호가 신이 나서 주의 사항을 언급한 이유는 대중들의 관심을 

얻어서이지, 매몰된 광부들의 생존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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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실력 다지기

05 본문 028~032쪽출세기

04 수능특강 평가문제집•문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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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상)

수능특강 문학

평가문제집

2023년 학교시험•수능 대비 EBS 수능특강에서 직접 출제되는 학교시험!

EBS 수능특강 평가문제집으로 준비하세요.

  처음 보는 작품과 지문의 분석은 필수!

  선생님이 출제하는 선택지 분석도 필수!

  내신 1등급을 가르는 작품별, 지문별 서술형 문제도 필수!

  EBS 수능특강 변형문제는 기본! 수능 출제 원리에 맞는 변형문제로 실전 대비!!

<EBS수능특강>에서 출제되는 학교시험!

내신대비 전문 에서 만든

EBS 수능특강 평가문제집이 

내신과 수능을 1등급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판매중

전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

문학 (상)/(하) 영어 (상)/(하)

집필진 검토진

임재호

문동열

박주동

김수철

권경근

이혜선

신혜진

한혜령

김승겸

백암고등학교

이석호국어학원

목동종로학원

당진시내산고등학교

성북종로학원

국어전문저자

국어전문저자

서라벌고등학교

철원여자고등학교

강명진

강승현

강   용

강원국

강원희

강진선

고대희

고영일

곽선우

곽성범

권세현

권은화

권진희

김   건

김건아

김경주

김광철

김규리

김기성

김기주

김기희

김나나

김남진

김대영

김동길

김만수

김미경

김미옥

김미정

김민경

김부건

김상춘

김상희

김석용

김선희

김소윤

김승리

김영규

김영은

김영훈

김옥경

김윤재

김은미

김재호

김정현

김종덕

김주영

김준기

김지유

김지현

김지훈

김진아

김진영

김채민

김태동

김태환

김하경

김해숙

참글국어학원

동탄앞선국어

조대부고

한수위국어

강원희국어

탑아카데미학원

고대희국어교육원

국일국어학원

대연)해마루

생각의차이

여름국어

THE(더)오름학원

권진희 국어

센텀)김건국어논술학원

가온누리

김경주국어논술학원

다시국어

대신)적토마학원

구평)책읽는국어학원

목동 김기주국어논술

김기희국어학원

국어와나

김남진국어학원

수성 구일

한서고등학교

명륜)연세로나국어학원

주례)명문학원

틀을 잡는 학원

풍납청산학원

이룸국어

오성고등학교

정음국어학원

춘천대한논리속독학원

이상국어학원

책벌레

오름국어

김승리 국어

제일고등학교

초읍)에이플러스학원

조대여자고등학교

목동 1교시 국어영어

국일국어학원

솔로몬국어학원

부천 사계국어학윈

최현성국어영어학원

스파르타국어

한교학원

청어람국어학원

샘이깊은국어

방화 지평학원

더케이국어

가온국어

해운)김진영국어학원

마산 삼성엘리트학원

호암국어학원

센트럴국어

동탄앞선국어

최선생국어

김희동

김희정

남궁수연

남준현

노균상

노윤정

노희성

노희웅

도   담

도영훈 

류도완

문상혁 

민혜선 

박경은

박만숙

박명희

박상일

박선호 

박선훈

박성훈

박세영

박수영

박   영

박은정

박정수

박진운

박창현

박현석

박현순

박현진

반동환

방동진 

방유정

배민규

배윤호

백승재

백우흠 

변영민

변혜영

사공학

서이준

서주홍

서주희 

서화범

서희주

설규환

설호준

손오심

송기남

송영신

송준호

송철수

송철수

송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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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문학(상) (EBS)본책CV.indd   7-923문학(상) (EBS)본책CV.indd   7-9 2023. 2. 7.   오전 9:492023. 2. 7.   오전 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