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조선어문시험 명가방식의 설태와 특성 
-~2002년 보통고등학교초생전국통일고시조선어문~(길림성전용)을 중심으로-

김호웅. 

1. 들어가는말 

중국에서는 1~년 대학 입학시험을 취소했다가 1978년에 재개하였다. 

올해는 대학 입학시험을 재개한지 25년이 된다. 

중국 조선족고급중학교를 나온 수험생들은 《조선어문》시험으로 중 

국인들이 치르는 《어문(語文))> 시험을 대체할 수 있으나 《조선어문》 

외에 《한어문{漢語文))> 시험을 더 치러야 한다. 결국 《조선어문〉 과 

《한어문)>- 이 두 가지 시험성적을 합쳐서 그 2분의 1을 취한 것이 조 

선족고급중학교 수험생들의 어문 점수가 된다. 

중국에는 《흑색의 7월》 이요 《천군만마가 외나무다리를 건너네(千 

軍萬馬過獨木橋))> 라는 신조어도 있지만 아무튼 《보통고풍학교초생전 

국통일고시 조선어문〉 은 조선족고급중학교 졸업생들에게 있어서도 대 

학교의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까지 12년 간의 조선어문학습과정의 총화이자， 입 

* 중국 연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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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의 선두가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조선어문》 시험은 국가의 통일 

시험인 것만큼 기타 여러 차원의 《조선어문〉 시험에 비해 신빙성과 권 

위를 인정받고 있다. 물론 이 《조선어문》 시제는 중국 교육기관의 선발， 

위촉을 받은 전문가들에 의해 비밀리에 출제 • 책정된다. 

이 글에서는 <{:m'2년 보통고등학교초생전국통일고시 조선어문(길림성 

전용):} 올 중심으로 그 평가방식의 실태와 특성올 살펴보고자 한다. 

2. 출제 양식과 명가 기준 

<{:m'2년 보통고둥학교초생전국통일시험-조선어문:}(길림성전용)은 

제1시험지와 제2시험지로 나뉘어진다. 논의의 편리를 기하고자 출제양식 

을 그대로 소개한 다음 해석， 평가하기로 한다. 

제 1 시험지 

1. (때 문체 3점， 도합 42점) 

평가 내용은 언어지식과 언어표현능력 및 문학상식이다. 다양한 성격 

의 단어， 성구， 속담， 수사법 둥을 정확히 사용하는 능력과 기타 문학상식 

을 종합적으로 명가한다. 

1) 다음의 문장들얘 쓰인 맡줄올 그은 단어들의 사용갱확여부를 밝힌 

데서 정확한것은 

@ 양철지붕에 널판지로 앞좌화건l 지은 조그마한 례배당은 비만 오면 

천장이 샌다. 

@ 식민주의강도들은 토착민들을 쉴효화곡 항복시킬 때 그들을 꿇어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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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고 머리우에 흙올 뿌려얹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 친정집 부모들이 애써 말린것이 포뢰는 아니였구나 하는 생각도 없 

지않았다. 

@ 벌써 날이 새는듯 바다 먼 상봉우리들이 물프런므1 뀔r아왔다. 

@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오늘은 좌웅 뜻깊은 날이다. 

ACD，C2>는 툴리고 @，@，@는 맞다. 

B. CD, @)는 틀리고 (2)，@，@는 맞다. 

c. CD, (2), @은 맞고 @，@는 툴린다. 

D. CD, (2), @, @, @가 전부 맞다. 

[답안] B 
[혜석] 이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능력 차원은 B급이다.Q)에서 《앙상하다》는 형용사는 작은 물체를 형용하는데 쓰 

이는데 예배당과 같이 큰 건물을 형용하는데 쓰였으묘로 정확하게 사용되지 못했다. 

@에서 《물끄러미》는 주로 인간이나 동물이 우두커니 한곳만올 바라보는 모양을 

표현하는 부사인데 산봉우리들이 밝아오는 모습올 수식했으므로 역시 정확하게 사용 

되지 못했다. 보다시피 이 문제는 단어의 미세한 의미의 차이를 갈라 보는 능력올 평 

가하고자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보다 높은 언어적 감각올 요하고있다. 

2) 다용의 문장들의 벤자리에 차혜로 써 넣울수 었는 가장 정확한 상정 

부사묶옴은 

@ 누가 보는것만 같아 가슴만 --- 뛰였다. 

@ 그러면서도 때로는 무언가 찾는듯 사위를 살폈다. 

@ 그 말올 들은 우리의 가슴속에서는 분노의 감정이 --- 괴여올랐다. 

@ 책속에 골몰하다가 밖에 나오니 봄바랍이 ---- 옷깃을 스친다. 

A 룩룩， 두런두런， 바질바질， 슬엿슬벗 

B. 광광， 둥글둥글， 부실부실， 슬렁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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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콩콩， 둥실둥실， 보글보글， 살쩍살짝 
D. 풍콩， 두릿두릿， 부글부글， 살량살랑 

[답안] D 
[혜석]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상정부사들올 운맥에 맞게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 

력올 평가한다. 능력차원은 D급이다.CD의 경우는 《룩룩〉 은 날카롭고 단단한 물건 

으로 여무지게 찌르거나 찍거나 박는 모양이요 @의 경우는 무겁고 단단한 물건이 

단단한 바닥에 떨어지거나 부딪쳐 크게 올리어 나는 소리요 @의 경우는 단단한 바 

닥에 작고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거나 부딪쳐 올리는 소리요 @의 경우는 CD,(2), æ;과 

같은 본의를 가짐과 동시에 북이나 대포 따위의 소리가 크게 올리는 소리라는 전의 

(轉義)도 가지고있으므로 정확한 답안은 D이다'. (2), @, @의 경우 답안은 더욱 분명 

해진다. 이 문제는 상정부사들의 미세한 의미차이를 갈라 사용하는 능력올 평가하고 

있으나 그 의미적 색깔이 분명하고 답안 배열 또한 일목요연해 쉽게 해답할 수 있다. 

3) 다음 문장들의 빈짜리에 차례로 써 넣올수 있는 가장 정확한 조션말 

생구묶음은 

@ 예정보다 앞당겨 떠나다 보니 애들올 다시 만나지 못하고 가는 것 

이---
@ 당의 정책 덕분에 이젠 우리도 ---- 다닐수 있게 되였어요 

A 마음에 걸리다， 머리를 쳐들다 R 마음에 있다， 머리를 모으다 

c. 마음에 차다， 머리를 내밀다 D. 마음에 짚이다. 머리를 식히다 

[답안]A 

[혜석] 우리말 성구롤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올 명가한다. 능력 차원은 C급이 

다~CD의 경우 〈마음에 걸리다〉 는 꺼림칙하여 마음이 아니 놓이다， 안심이 안 된다 

는 뭇올 갖고있기에 정확하게 사용한 것으로 된다.~마음에 있다〉 는 문장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바 우리말 성구가 아니다. 동일한 뭇으로 《마옴에 들다》 라는 조선 

말 성구가 있다.~마음에 차다》 는 만족하다는 뜻이며 《마옴에 짚이다〉 는 짐작 

이 가다， 예감이 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2) 경우 《머리률 쳐들다〉 는 힘을 얻 

어 존재를 드러내다， 일어나다는 뭇을 가지고있기에 정확하게 사용한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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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모으다〉 는 의논하기 위하여 가까이 모이다 지혜를 합치다는 돗을 가지고있 

으며 《머리를 내밀다〉 는 어떤 자리에 모습올 나타내다는 뭇올 가지고 있다. 그리 

고 《머리를 식히다〉 는 휴식하다， 마음이 안정되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 

말 성구를 많이 알고 그 의미를 살려 정확하게 쓰고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말 실력올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4) 다옴 문장들애 쓰언 밑줄올 그온 생구， 속담들의 사용쟁확여부롤 밝 

힌데셔 정확한것은 

@ 지섯이면 감척이라더니 그처럽 밤낮 쉬지 않고 정성들여 간호한 탓 

인지 어머니의 병은 차차 호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 뜨거운 되약볕에 잔디받은 온통 풀안줄언 스산하기 그지없었다. 

@ 쌀독에 거미즙음 철 가정형편에 어떻게 너를 대학공부까지 시킨단 

말이냐? 

@ 웬일인지 아침부터 머리가 무겁고 가솜이 아프다. 

@ 언제나 오현않잎이 되어 남올 깔보더니 이번에 톡톡히 망신올 잘 

당하는군. 

A CD, (2)는 툴리고 @，@，@는 맞다. 

B. CD, @, @는 맞고 (2)，@는 틀리다. 

c. CD, @, @는 맞고(2)，@는 툴린다. 

D. 밍 (2)，@，@，(5:가 전부 틀린다. 

[답안] c 
[혜석] 우리말 속담과 성구들올 정확하게 식별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올 평가한다. 개중에는 중국어에서 온 안하무인(眼下無시과 같은 성구도 있어 

한결 수험생의 높은 언어자질올 요한다. 능력 차원은 B급이다.(2)의 경우 〈풀이 죽 

다〉 는 활기나 기세가 꺾이어 액이 없다는 뜻으로 씌우는 우리말 성구이므로 폭염에 

시들어버린 잔디밭을 표현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다.@의 경우 《가슴이 아프다〉 는 

마음이 쓰라리다， 딱하고 애듯하다는 뭇을 담은 우리말 성구이므로 여기서는 성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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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인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아픔올 표현하는 주어와 술어의 결합형태로 씌어졌다.(2) 

의 경우와 같이 우리말에 고유한 성구률 단순한 주어와 술어의 결합 형태로 착각할 

수도 있올 뿐만 아니라 @의 경우와 같이 심리적 상황이냐 아니면 육체적 상황이냐， 

아무튼 진술 대상에 따라 문장 속에서 정확하게 사용할 것올 요구하고있어 수험생의 

우리말 실력올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문제가 된다. 

5) 다융 푼장에 쓰언 〈발을 빼다X 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 〈발을 의 

다& 가 들어간 문장 두 개를 찾는다면 

그 자리에서 그만큼 해먹었으면 이젠 발올 빼고 물러나게. 

@ 수라장으로 변한 놀이터에서 간신히 발효멘보 나올 수 있었다. 

@ 뜻하지 않은 타격에 련며칠 정신이 흐리멍텅해 있던 그는 심리자문 

의사를 보이고나서야 고민속에서 발윷월순 있었다. 

@ 지배인 노릇을 잘 하려면 기회를 보아 발을 뺑줄 아는 지혜도 길러 

야하는거야 

@ 이번 밀수 사건에는 적지 않은 지도간부들도 직접 참여하였기에 어 

느 일방도 쉽게 발호멜 엄두를 못내고있었다. 

e 며칠동안 렬차를 탔더니 발이 퉁퉁 부어올라 도무지 신발에서 발울 
쩔숭가없었다. 

[답안] D 

[혜석] 역시 우리말 성구를 정확하게 식별， 사용하는 능력올 명가하는 문제이 

다. 능력 차원은 D 이다'. "발을 빼다》 는 어떤 일에서 판계를 완전히 끊고 물러나다 

는 돗으로 사용되는 우리말 성구이다. φ의 경우 우리말 성구가 아닌 주어와 술어의 

단순한 결합형태로 되었고 @의 경우 심리적인 상황에 사용해 무리률 빚고있으며 @ 

의 경우 역시 우리말 성구가 아니라 단순한 주어와 술어의 결합형태로 볼 수 있다.@ 

과 @는 해당 성구의 의미를 살려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앞의 문제 4)에 비해 내용 

은 평이하나 출제 형식은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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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옴 문장들에셔 버유법으로 볼수 없는 것올 두 깨 지척한다면 

@ 한 대 얻어맞은 듯 맹해졌던 영얘는 이유고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 

았다. 

@ 품좁은 외투와 중절모로 하여 그들은 마치도 한쌍의 광대놀이군과 

도같았다. 

@ 바다속의 승냥이무리는 구축함을 선두로 흰 물살올 더욱 거철게 올 

리며 가까이에 펴져 다가왔다 

@ 그는 티끌만한 흠집도 없는 새끼양처럼 조용히 천당으로 올라갔다. 

@ 인생길은 순탄한 아스팔트길이 아니라 험난한 가시덤불길이다. 

A (1), @ B. (1), ~ c. ~， (5) D. @ (5) 

[답안]B 

[혜석] 여러 가지 수사법올 분별하고 구사하는 능력올 평가한다. 능력 차원은 B 

이다.CD에서 〈한 대 얻어맞은 듯 맹해지다》 와 《영애》 는 그 표식을 지닌 대상이 

모두 같은 대상이므로 직유가 아니다'. (2) 역시 비교의 표식에 있어서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직유가 아니라 단순한 보통비교이다. 이 문제는 수사학적 비유와 단순한 보 

통비교를 구별해야 하기에 수험생들에게 한결 판단의 어려움을 더해 주고있다. 

7) 마음 글의 빈짜리에 써넣을수 있는 가장 합당한 구철은 

사실 적막감속에서 사람은 진실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적막감속에 

서 사랍들은 단련을 받고 사상감정의 숭화를 가져올수 있다. 경우에 따라 

적막한 환경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모종 의미에서 말하면 사 

업에서 성과를 따낸 사랍들은 

A 왕왕 제일 재능이 있으면서도 제일 잘 적막감올 견디여낼줄 아는 

사람들이다. 

B. 왕왕 적막감올 제일 잘 견디여낼뿔만아니라 또 제일 재능이 있는 사 

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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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왕왕 제일 재능이 있으면서도 우선적으로 적막감올 제일 잘 견디어 

낼줄아는사람들이다. 

D. 왕왕 제일 재능이 있는 사람인 것이 아니라 적막감을 제일 잘 견디 

여낼줄아는사람이다. 

[답안] c 
[혜석] 글의 중심내용올 파악하고 그에 기초해서 추리， 개팔，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능력 차원은 C급이다. 이 글에서 《적막한 환경》 파 《재능이 있거나 성 

과를 따낸 사랍》 은 선후의 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이룬다.<{경우에 따라 적막 

한 환경은 사람들의 인생올 바꾸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고 답안 C의 《우 

선적으로》 라는 단어에 주의를 돌려야 하고 정확한 답안을 C로 잡아야 한다. 수험생 

의 논리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가늠할 수 있다. 

8) 다음 글의 섞갈련 순셔률 옳게 바로 잡아놓은 한조는 

@ 그렇게 청정하고 유구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는것은 그 돌 

에다 애정어린 관심을 쏟기 때문이다~CZl 애정은 신비로운 작용을 한다. 

@ 수석을 채집하는 사람들은 내7에서 주어온 한 개의 돌과 마주앉아서 

그 돌이 빼주는 원초세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얼어붙은 인간 

관계를 녹이고 이 세상을 기쁘고 살기 좋은 락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애 

정이 있어야 한다.@ 같은 돌이라도 대하는 사람에 따라 아무런 의미가 

없을수도 있고 우주의 진리를 들려줄수도 있다'.@ 애정을 쏟으면 돌이 

말을 하고 썩은 나무둥걸에서 움이 튼다. 

A @:2XQ정XIXID 

c.~정$영XI@ 

[답안]A 

B. Øl정$엉XD 

D.~경영영XIX6) 

[혜석] 문장의 조직능력과 논리사유능력올 평가한다. 능력 차원온 C이다'.@는 

총론점이고 @ 소론정이며 @과 @은 논거이며 @과 @는 논증에 속한다. 문장은 간 

결하나 내용이 충실하고도 명확해 쉽게 글의 섞갈린 순서를 옳게 바로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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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의 문장조칙능력율 명가할 수 있는 좋은 문제이다. 

9) 다읍 문장의 표달방식올 차해로 옳채 지적한 것은 

@ 무심과 전심은 수화상극으로 창과 방패마냥 대립된다. 

@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위대한 진군의 불바랍속에서 그도 정녕 청춘 

을， 청춘을 되찾은것이리라! 

@ 그는 둥채를 들고 그 군졸의 얼굴올 마구 후려갈겼다. 

@ 이 공장은 길이가 때메터이고 너비는 45메터이며 높이가 4-5메터 

인 대형평바닥강철배우에 건축되였는데 하루에 생산되는 팔프가 

때통이다. 

@ 옛날에 군자는 자신을 단속함에 있어서 엄격하고 세밀했다. 

@ 남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면 공으로 덕을 보려는 내가 얼마나 철없 

는지 모르겠다. 

[답안] B 
[혜석] 여러 표현방식의 특성올 장악하고 그것들올 정확하게 구사하는가를 구 

체적으로 평가한다. 능력 차원은 D급이다.<1>올 서술이나 설명으로 볼 위험이 있고 

@은 의론이나 서술로 볼 위험이 있어 수험생들에게 일정한 어려움올 주고있다. 

10) 다음 복합푼을 둘러써고 단일푼 사이의 환째를 따지고 복합푼의 종 

류를 져척한대서 정확한것을 찾으면 

@검은 구름이 몰려오는걸 보니 @ 비가 딩곰 쏟아질것 같건만 

@물건너 산에 간 애들은 어이하여 상기 아니 오는가 

A 문장 @과 문장 @는 조건의 관계， 문장 @와 문장 @은 대립의 관 

계. 이 복합문은 종속복합문이다. 

E 문장 @과 문장 (2)，@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 문장 @와 문장 @은 

대립의 3관계. 이 복합문은 합성복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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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문장 @과 문장 @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 문장 (1)，(2)와 문장 @은 
대립의 관계. 이 복합문은 합성복합문. 

D. 문장 @과 문장 @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 문장 @와 문장 @은 조건 

의 관계. 이 복합문은 종속복합문. 

[답안] c 
[혜석] 복합문 속에 있는 여러 단일문 사이들의 관계와 복합문의 종류를 구분 

케 함으로써 수험생들의 복합문을 다루는 능력과 논리사유능력올 평가한다. 능력 차 

원은 C급이다. 문장 @과 9는 서로 원인의 관계에 놓이는 동시에 그것들은 문장 3과 

는 대립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또한 이 문장은 3개 이상의 진술단위들이 서로 다른 

연결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로 합성복합문이다. 이 문제는 보다 복합문의 문장구 

조를 세밀하게 분석， 구분하며 다양한 복합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평가한다. 

11) 작가， 작품과 관련한 다음의 판단에서 정확한 것은 

A 쉐익스피어의 4대비극에는 《오첼로~，<베니스상인~，<로미오와 

줄리에트~，<햄리트》 둥이 었다. 

E 모순의 농촌3부곡에는 《봄누에~，<추수~，<림씨네 상점》 둥이 

었다. 

c. 리기영은 저명한 단편소설 《고향》을 썼다. 
n 소련의 저명한 작가 오스뜨롭스끼의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였는 
가》는 청년들이 애독하는 장편소설이다. 

[답안]D 

[혜석] 수험생들의 독서 범위와 문학상식을 평가한다. 능력 차원은 B이다".A에 

서 〈오첼로〉 와 《베니스상인〉 대선에 《리어왕〉 과 《맥베스》 를 넣어야 하며 

B에서 〈림씨네 상점〉 대신에 《늦가올》 올 넣어야 하며 C에서 리기영의 《고향〉 

은 단편소설이 아니라 장편소설이다. 이 문제는 영국， 중국， 조선， 러시아 둥 동서고금 

의 작가와 작품들에 대한 비교적 폭넓은 문학지식올 갖추어야 해답할 수 있는 문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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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의 시률 얽고 문학감상각도얘셔 맞는것을 찾으면 

산에 산마다/날새 하나 얼신 않고 

길에 길마다/ 행인 자취 바이 없구나 

외로운 배에/ 도롱이 걸치고 삿갓 쓴 늙온이 

눈 오는 강 차련맨 외훌로 고기 낚는다. 

-당조류종원 

A 낚시질에 이주 미친 늙은이의 형상올 생동히 그리였다. 

E 생활난에 시달리는 늙은이의 가긍한 형상올 생동히 그리였다. 

c. 가정 불화로 인한 번뇌률 잊기 위하여 모지릅올 쓰는 늙은이의 형상 
을 생동히 그리였다. 

D.<{산》파 《강}>，<{행인》과 《늙은이》톨 대비외 수법으로 잘 보 

여주었다. 

[답안] B(“참고답안’에 근거함) 

[혜석] 중국 당시에 대한 이해롤 평가환다. 놓력 차원온 B급이다. 하지만 4개 

답안에는 정확한 답안이 없다. 사실 이 시는 답안 B의 경우처럼 《생활난에 시달리는 

늙은이의 가긍한 형상* 올 그린 것이 아니라 눈오는 날의 적막한 강산이라는 의경을 

벌어 속세률 멀리한 시인의 고고(孤萬)한 정취률 표현하고 있다. 분명 참고답안이 잘 

못되었다. 

13} 다용의 시조훌 읽고 문학감상 각도애셔 훌리는 것융 찾으면 

이 톰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락락장송(짧짧長松) 되었다가 

백껄이 만건곤(滿乾坤)활제 독야청청(觸也좁홉)하리라 

-리조초기 성삼문 

A 이 시조는 명시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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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 시조에는 폭압과 비행에 굴하지 않고 충의를 지켜가는 작자의 굳 

은 절개가표현되였다. 

c. 이 시조는 비유의 수법으로 작자의 사상감정을 표현하였다. 

n 이 시조에는 자기밖에 모르고 뽕내는 개인영웅주의사상경향이 다분 
히 표현되였다. 

[답안]D 

[혜석] 우리의 전통문학과 시조 형식과 사상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를 

평가하고있다. 능력 차원은 B이다. 풍부한 역사내용에 격조 높은 시조로 놓고 말하면 

D가 틀렸음이 너무나 명확하다. 화생들이 직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아무튼 수험생들의 시조문학에 대한 상식과 이해의 깊이를 평가하고자 했다. 

14) 다옵의 언어환청에 맞는 말을 옳깨 찾아 묶어놓은 한조는 

(j)( 오너라. (조급하게) 

(2)( 오너라. (관심조로) 

@( 오너라. (배척투로) 

@)( 오너라. (그리웅에 젖어) 

1 갈라진지도 어언간 3년이 되었구나. 

L. 앓는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가볼수 없었구나. 

C. 너만 오면 이가 갈린다. 

2.. 할아버지가 운명하신다. 

A (j)-근(2) - L @ - C @) -1 

B. (j)- L (2)- C @-기@)-근 

c.(j) -C (2) -I@- 2. @)-L 

D.(j) -I (2)-2. @-L@)-C 

[답안]A 

[혜석] 언어환경에 어울리는 우리말의 억양과 그 기능에 대한 이해와 실천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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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대한 평가이다. 능력 차원은 D이다. 다양한 방언올 쓰고있는 조선족 수험생들에 

게 꼭 필요한 명가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출제 형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느낌 

올준다. 

2. (빼 문제얘 3첨， 도합 12첨) 
두 번째 부분에서는 과학기술상식에 관한 설명문의 독해능력을 평가한 

다. 중점적으로 해당 달 속의 중요한 구절을 찾아 이해， 해석하고 글 속의 

정보를 선별， 개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다음의 글을 얽고 푼제 15) -18)을 빼답하라. 
1뼈년 노밸상올 탄 알베르쪼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뼈1)만년전의 어느날， 직경이 몇km 되는 천체가 지구와 맹렬히 부딪 

쳤는데 이 충격파로 인해 대량의 삼림이 회멸되였다. 여기에서 생긴 두터 

운 먼지층은 태양을 가리웠고 이로하여 식물은 광합성작용을 진행할수 

없었다. 련속 몇 년동안 지속된 이 돌발사태는 동식물의 먹을 래원을 완 

전히 끊어놓았다. 공룡의 무리죽음윤 바로 이때에 생겼다. 그리고 한메터 

두께로 땅에 내려쌓인 먼지충은 공룡의 시체를 완전히 덮어버혔다.}> 

그럼 이 견해는 어떻게 실증되였는가? 

19D년대초 세계의 넓은 지역에서 6뼈만년전 공룡이 멸종될 때의 암석 

이 발견되였는데 거기에는 이리디웅원소가 풍부한 침적물이 있었다. 사 

실 지구의 표층에는 이리디움원소가 극히 회소하다. 과학자들은 이 대량 

의 이리디움원소는 소행성이 가져온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부 사랑들은 여기에 의문올 품었다. 얼마후 이리디움원소가 

풍부히 매장된 지층에서 지구에는 있을수 없는 동위소， 미파운석과 충격 

석영이 발견되였다. 이런 물질의 존재는 뼈P만년전에 지구에 극히 비정 

상적인 사태가 일어났다는것올 재실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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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과학자들은 침척물속에서 지구에는 종래로 있어본적 없고 일부 

다른 천체에만 대량으로 폰재하는 아미노산을 발견하였다. 이 아미노산 

은 온도가 몇천도에 달동}는 지구내부에는 존재할수 없는 것이다. 또 동일 

한 시기의 칭적물속에는 탄소의 함량이 다른 시기보다 만배나 더 되였다. 

이로부터 과학자들은 소행성의 충격력은 10억백만론급에 달하여 :rolF 

(화씨용도)의 큰 불덩이를 형성함과 아울러 치명적인 삼림화재를 유발함 

으로써 모든 생물이 죄다 다시 갯더미로 되어버렸다고 결론지었다. 

이상의 추리로부터 과학자들은 재변론(再흉論)에 대하여 흥미를 갖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재변론의 성과는 다용과 같다. 공룡이 멸종될 당시 지구는 다른 

천체의 거대한 충격을 받았다. 생물계에서 일어난 다섯 차례의 멸종사건 

은 외래물체의 강렬한 충격으로 하여 일어난 것이다'.2억년래 생물의 멸 

종은 일정한 주기성율 가진다. 이미 발견된 운석구랭이의 형성년대도 생 

물멸종발생의 시간과 통일한 주기성을 가지고있다. 

15) 다용의 구철에서 밑줄 그온 단어가 가리키는 내용온 구체척으로 무 
엇인가? 훈석애셔 맞는 것을 찾으면 

《그럽 의 견해는 어떻게 실중되였는가T>-> 

〈그러나 일부 사랍들은 보zl에 의문융 품었다'.~ 

A 전자는 천체가 지구를 충격할 때 식물이 훼멸되고 공룡의 멸종올 

초래하였음올 말하고 후자는 지구 지각내의 이리디웅원소가 매우 

회소하다는 것올 가리킨다. 

B. 전자는 천체가 지구를 충격할 때 식물이 훼멸되고 식물을 먹은 동물 

들이 무리죽음을 당하였다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대량의 이리디옵 

원소률 소행성이 가져왔다는것올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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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전자는 천체가 지구를 충격할 때 먼지가 태양올 가리워 식물이 죽었 
기에 이러한 식물올 먹고 사는 동물 특히는 공룡도 먹올것이 없어 

멸종되였음을 말하며 후자는 대량의 이리디움원소는 소행성이 가져 

왔다는 것을가리킨다. 

n 전자는 천체가 지구를 충격하는 바람에 식물이 죽고 식물올 먹이로 
하는 동물도 먹을것이 없어 멸종되였다는 것올 말하며 후자는 대량 

의 이리디움원소가 지구내부에 극히 회소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답안] c 
[혜석] 주로 《이~，<(여기》 와 같은 대명사가 지칭， 개괄하고있는 대상과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있느냐를 통해 글 속의 중요한 정보를 식별， 선택해 내는 

수험생의 능력올 평가한다. 농력 차원은 B급이다. 

이 글에서 대명사 《이〉 는 그 앞의 문장올 개괄하면서 알베르쪼박사의 견해를 

가리키고있고 대명사 《여기〉 는 그 앞문장의 새로운 지질학적발굴 결과를 개괄하 

면서 이리디움원소는 소행성이 가져온것임올 가리키고 있다. 그러므로 C가 맞고 A 
B, D는 틀린 것으로 된다. 

16) 이 글의 재2자연단락얘셔 나오는 일련의 수자들의 역할울 분석한 

데셔 정확하지 못한 것을 찾으면 

A 이러한 물질이 산생된 원인은 지구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밖 

에 있는 소행성이 충격한 결과라는 것을 설명한다. 

B. 이러한 물질은 지구내부에서 산생되였고 원래 있을 수 없는 정황이 

발생되였음을 증명할수 있다. 

c. 알베르쪼의 견해가 정확하다는 것을 셜복력있게 중명할수 있다. 
n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올 셜복시키고 소행성이 지구를 충격하였다 
는 새로운 재변리론이 믿음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답안]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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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석] 이 문제는 중정적으로 글 속에 나오는 일련의 수치가 지니는 의미를 올 

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를 통해 글의 중심사상올 파악하고있느냐를 를 평가한다. 

능력차원은 B급이다. 

소행성의 충격력은 m억백만톤급에 달하여 웠XlF(화씨온도)의 큰 불덩이를 형성함 

과 아울러 치명적인 삼립화재를 유발하고 대량의 이리디움원소를 지구에 가져왔다. 

그러므로 B의 진술은 정확하지 못하며 정답으로 된다. 

17) 다옴의 절명들에서 글의 훤뭇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찾으면 

A 지구에서 발생한 생물의 멸종현상은 지구가 소행성의 충격을 받았 

기때문이다. 

B. 일부 과학자들의 발견과 추리는 알베르쪼박사의 관점이 정확하다는 
것을 진일보 증명하였다. 

C. 6뼈만년전의 암석의 첨적물속에 탄소의 함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그 당시 소행성의 충격으로 지구에 훼멸성적인 삼림화재가 일어났 

기때문이다. 

D. 작자는 새로운 재변리론과 다윈의 물종진화리론은 모순되지 않는 

다고 인정하였다. 

[답안] D 

[빼석] 글 속의 중심 논점과 내용율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추정하는 능력율 평 

가한다. 능력 차원은 C급이다. 이 글 속에는 새로운 재변이론과 다윈의 물종진화리론 

이 모순된다는 진술은 없지만 새로운 지질학적 발견과 연구 결과롤 미루어 상술한 양 

자는 모순되고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18) 셰로운 쩌변리론의 생과를 모두어보면 

A 한가지이다. 

C. 세가지이다. 

[답안]D 

B. 두가지이다. 

D. 네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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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석] 글의 요점에 대한 개팔 능력올 평가한다. 능력 차원은 C급이 

다. 이 글의 마지막 단락에 너무 분명하게 개팔 명시되어 있으므로 쉽게 

해답할수 있다. 

제 2 시험지 

제2시험지에서는 문학작품에 대한 감상능력과 한국과 중국의 명작에 

대한 수험생의 장악 정도와 문학감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3. (al첨) 

마음의 글을 일고 문째 19) - 24)를 혜답하라.(10점) 

CD 내가 아직 료동땅을 들어오지 못했을 무렵 바야흐로 한여름의 띄약 
볕밑을 지척지척 걸었는데 홀연 큰 강이 앞을 가로막아 붉은 물결이 산같 

이 일어나서 끝을 볼수 없었다. 아마 천리밖에서 폭우로 홍수가 났었기때 

문이였다. 물을 건널 때에는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쳐들고 하늘올 우러러 

보고있기에 나는 그들이 모두 하늘을 향하여 묵도를 올리고있으려니 생 

각했다. 

@ 물을 건너는 사람들이 세차게 돌아흐르는 물을 보면 굳실거리고 으 

르릉거리는 물결에 붐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서 갑자기 현기가 일면 

서 물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 얼굴을 젖힌 것은 하늘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숫제 물을· 피하여 보지 않기 위함이였다. 사실 어느 겨를에 그 잠 

간동안의 목숨을 위하여 기도할수 있었으랴! 

@ 그건 그렇고 그 위험이 이와 같은데도 이상스럽게 물이 성나 울지 

않았다.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은 료동의 들이 넓고 평평해서 물이 성나 울 

어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물을 잘 알지 못하는 가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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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오해인 것이다. 료하가 어찌 울지 않았올 것인가? 그건 낮 

에는 눈으로 물올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한 곳올 보고 있는 눈에만 온 

정신이 팔려 오히려 눈이 있는 것을 걱정해야 할 판에 무슨 소리가 귀에 

들어온단 말인가? 그러나 이젠 전과는 반대로 밤중에 물을 건너니 눈에 

위험한 광경이 보이지 않고 오직 귀로만 위험한 느낌이 쏠려 귀로 듣는 

것이 무서워서 견딜수 없는것이다. 

@ 아 나는 이제야 도(道)를 알았도다. 마음올 잠잠하게 하논 자논 귀 

완 눈이 루가 되지 않고 귀와 눈만을 믿는 자는 보고 듣는 것이 더욱 밝 

안경선 큰 뱅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19) 이 글은 어느 작품에서 발취한것이며 이 작품의 책찌는 무엇인가? 
(3점) 

작자 작품 체재 

[답안] 작자는 박지원이며 작품은 《열하일기~(또는 “물")， 체재는 

산문이다. 

[혜석] 이 글의 작자， 작품 제목， 체재 둥에 대해 물음을 던짐으로써 

수험자의 문학 상식과 지식 수준에 대해 평가하고자 했다. 민족고전에 대 

한 사량을 키워준다는 점에서 주목되나 능력 차원은 C이다. 

æ) 다음의 구철은 글의 어느 자리에 넣어야 합당하겠는가?(1정) 

그러나 오랜 뒤에야 비로소 알았지만 그때 내 생각은 틀린 생각이였다. 

A 제￠자연단락의 맨 앞 B. 제@자연단락의 맨 앞 

c. 제@자연단락의 맨 앞 n 글의 제일 마지막 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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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A 

[혜석] 과도를 주는 구철올 적절히 배치해 글의 논리성을 보장하는 능력을 갖 

추었는가를 평가하고자 했다. 능력 차원은 C급이다. 이 글의 @파 @는 결과를 먼저 

제시해 현념을 조성하고 그 다음 원인을 설명했는데 상술한 과도어구를 넣어야 글의 

논리성을 보장할 수 있다. 

21) 체@자연다락의 빈자리에 글내용과 론리적으로 맞물리는 말올 써 

넣으라.1 (1점) 

[답안] 밤에 건너지 않았기때문이다. 

[혜석] 상하 문맥을 분석해 빈자리에 적당한 말올 골라 써넣을수 있는 추리능 

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능력 차원은 B급이다. 빈자리에 뒤에 《낮에는 눈으로 물을 

볼수 있으므로…》 라는 구절이 있으므로 낮에 본 상황과의 대비 속에서 밤에 본 상 

황을 그렸을 것이라고 추리할 수 있다. 

22) 이 글의 째@자연단락얘 나오는 《숫제X 애 대한 다음 혜석들에서 

정확한것에 <V)> 표를 치라.(1점) 

A 순간적으로 잠시 

c. 무조건적으로 여지없이 
[답안] D 

B‘ 갑자기 돌연적으로 ( 

D. 무엇을 하기 전에 차라리 ( 

[혜석] 고유어 부사에 대한 의미 파악 정도률 평가한다. 능력 차원은 C급이다. 

Z3) 이 글얘서 유모아적으로 쓰인 표혐 두곳을 찾아보라.(1점) 

답: 

[답안]CD 나는 그들이 모두 하늘올 향하여 묵도를 올리고있으려니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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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히려 눈이 있는 것을 걱정해야 할 판에 ... 
[혜석](1)은 심리와 행동의 괴리， 내면적인 공포심과 외면적인 경건함에서 오는 

모순과 괴리를 통해 독자들에게 웃음올 선^}하고 있다면 @는 역셜적인 표현올 통해 

유머를 창출하고 있다. 능력 차원은 A급이다. 

24) 이 글의 쩨@자연단락에 나오는 밑줄올 그은 구철의 뭇을 풀이하 

라. (3점) 

[답안] 마음을 고요히 갈아 앉히고 사물을 정시하면서 사리를 판단하 

는 사람은 보고 듣는 것을 그르치는 일이 없고 외계의 현상에만 사로잡힌 

사람은 지나치게 감정에만 치우치게 되는 나머지 판단올 크게 그르친다. 

(이와 상사한 견해가 나오면 점수를 줄 수 있다) 

[혜석] 글의 중심사상 내지 글에 깃 들어 있는 철리를 종합해 내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능력 차원은 B급이다. 

다옴의 글을 얽고 문쩨 2)) - 28)올 혜답하라.(10챔) 

깊은 밤， 뒤창문으로 내다보니 안개는 산봉우리를 덮어버렸다. 

나는 아직 이 산봉우리의 이름을 모르고 있다. 내가 이 곳에 온날 저녁， 

냐는 바로 이 제일 높은 산봉우리에서 수정으로 다듬어놓은 듯한 불이 반 

짝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때 내가 든 빙반에는 전둥이 없었다. 나는 저 

녁마다 어둠컴컴한 방안에 우두커니 앉아 반공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보 

면서 어릴 때 읽어본 동화를 머리에 떠올리군 하였다. 솔직히 휩}면 세 

층으로 정연히 배렬된 불빛에 거무죽죽한 산봉우리가 어슴푸레 드러나는 

장면을 볼 때마다 인간세상이 아닌 그 어떤 다른 세계를 떠올리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낮에 다시 보니 평범하기 그지없었다. 줄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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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은 대여섯개의 산봉우리들은 높이가 엇비슷하였는데 맨 서쪽 산봉우리 

에 다락집이 한채 보이고 수목으로 뒤덮인 네 산봉우리들 중간에 솟은 한 

산봉우리는 나무가 없어 누런 흙만 보였다. 그것은 흡사 사람의 머리에 

생긴 허물자리 같았다. 

이른 아침이 되니 아침안개가 이 모든 것을 덮어버려 조금 멀리에 서 

있는 전선대마저 오간데 없었다. 

해뜰 무렵， 아침해가 안개를 헤가르고 간신히 얼굴을 내밀었지만 그것 

도 한순간이였다. 이때에도 해빛은 가련할 정도로 암담하였다. 미구하여 

솜같이 짙은 안개는 재차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따라서 온 대지는 형체조 

차찾아볼수 없었다. 

나는 이처럼 몰인정한 안개를 저주한다! 

나는 찬바람과 빙설올 멀리하지만 안개에 비하면 이런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찬바람과 빙셜은 사람을 죽일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분투 

하도록 자극한다. 그러나 안개는 사람을 고민속에 빠뜨릴뿐이다. 안개는 

당선을 진흙탕같이 새까만 어둠속에서 버둥거리게 하며 도무지 빠져나갈 

궁리가 떠오르지 못하게 한다! 

저녁녘이 되자 안개는 가는 소럴비로 되어 온몸을 차분히 적셔놓는다. 

서른자 안팎밖에 짙은 구름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바람이 벚었 

다. 뜨락의 련못에서 갑자기 메마른 련꽃대가 바르르 떨더니 새빨간 잉어 

가 물우에 떠올라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 

나는 영어의 기이한 움직임도 숨막히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 

이 아닐가 하는 생각을 했다. 나는 해빛올 갈망하면서 질풍폭우를 고대한 

다. 하지만 맙살스러운 안개속에서 내리는 명주실같이 잔잔한 비는 간단 

없이 창문을 적시고 있다. 

(모순 《안개:ð> 1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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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 글은 안게률 션잭으로 씌여졌는대 어떤 시간적순셔로 안개가 자 

욱혀 낀 정정을 그렸는가? 

답: I I I I I I I 

[답안] 깊은 밤， 이른 아침， 해플 무렵， 저녁녘 

[혜석] 시간의 진척에 따라 사물의 변화를 세밀히 관찰하고 정확히 파악동}는 

학생들의 독서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능력 차원은 C급이다. 

a)) 자연현상으로서의 《안채용 의 최대의 특점은 무엇언가? 글얘서 

관건적인 구절을 찾아 절명하라.(3점) 

[답안] ~솜같이 짙은 안개는… 형체조차 찾아볼수 없다.~- 이는 

안개에 작용과 특성에 대한 생동한 묘사이다. 안개는 모든 것을 볼 수 없 

게 덮어버리기에 작자는 안개를 저주하게 된다. 

[혜석] 글의 주제와 관련되는 중요한 구절을 찾는 학생들의 감상능력올 평가하 

고자 했다. 능력 차원은 B급이다. 학생들이 은유가 내포한 깊은 의미를 터득하고 글 

의 주제를 해명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을 포칙하는가를 볼 수 있는 좋은 문제이다. 

Zl) 작지는 왜 잉어의 기이한 웅직임을 썼겠는가? 글의 내용에 근거하 

여 간단하게 깨괄하라.(3캠) 

답: 

[답안] 작가는 숨막히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려고 폼부림을 치는 잉어 

의 기이한 움직임을 묘사함으로써 사랍들도 가슴 답답한 분위기를 깨고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고 암시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견해가 나오면 점 

수를줄수있다) 

[혜석] 형%에 내포된 은유적 의미를 파악하는 학생들의 감상능력올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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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했다. 능력 차원은 C급이다. 

28) 이 글의 중심에 대한 다옴의 리혜얘서 합당하지 못한 두 항목올 찾 

으라.(2챔) 

A 봉건사회의 인민대중들이 세개의 큰산의 압박밑에서 고통스럽고 암 

혹한 생활을 하고있는 상황을 반영하였다. 

B. 대혁명이 저조기에 처했을 때의 사회정치의 암흑변을 반영하였다. 

c. 대혁명이 저조기에 처했을 때의 가슴속 고민과 아픔을 반영하였다. 
D. 암흑을 몰아내고 려명을 맞이하려는 대혁명전야의 작자의 기대와 

동경을 반영하였다. 

F 당시 모호한 립장을 갖고 어리벙벙해 있는 일부 사람들에 대한 작자 

의 염오와 저주를 반영하였다. 

[답안J A, F 

[혜석] 작품과 시대와의 관계률 통해 작가와 작품의 내용올 투철하게 알고있는 

가를 평가하고자 했다. 능력 차원은 B급이다. 

4. (16점) 

여기서는 수험생의 병구를 고치는 능력， 문장 조직력과 및 기타 언어수 

양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J) 다음 명언의 빈자리얘 원문을 써넣으라. (2점) 

@ 제자라 하여 반드시 스승만 못해야 하고는 도리는 없느니라. (

한유 《스숭의 도리를 말한다}>) 

CZl___ 이것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자랑할만한 정신으로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지혜일 것이다. (- 고리끼 《시계}>) 

[답안JCD 스숭이라 하여 반드시 제자보다 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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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아껄 줄 모르는 것 

[혜석] 고금중외 격언， 명구에 대한 기억 및 식별 능력올 고찰한다. 능력 차원은 

C급이다. 이 문제에서 내놓은 명언은 모두 고급중학교 《조선어문》 과목에서 뽑은 

것이다. 하지만 명구로서는 좀 손색이 가며 〈조선어문〉 이라는 과목성격올 염두에 

둘 때 @과 @ 중 우리민족 위인들의 명언올 하나 넣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1)) 마음의 혜문의 문장척식애 맞째 그 아래의 빈자리애 알맞는 말들을 

써넣으라. (4챔) 

A 례문 : 비준을 거쳐야만 류동자금을 움직일수 있다. 

비준을 거치지 않고는 류동자금을 움직일수 없다. 

문제 : 당신이 가서 청해야만 그가 올수 있다. 

B. 례문: 이러한 일을 내가 언제 달가와했댔는가? 

이러한 일을 나는 달가와한 적이 없다. 

문제 : 그는 사업경험이 적기에 일부 오유를 범하지 않을 수 없다. 

[답안]A 당신이 가서 청하지 않으면 그는 올수 없다. 

B. 그는 사업경험이 적은데 어찌 오유를 조금도 범하지 않겠 
는가? 

[혜석] 의문문을 서술문으로， 서술문올 의문문으로 고침으로써 다양한 문장 격 

식올 자유자재로 다루는 능력올 고찰한다. 능력 차원은 D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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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순희는 병환얘 계시는 아버지의 침대머랴얘 아버지가 금혜야 할 세 

가지 사항을 써서 붙여놓았다. 원어본 후 병집을 찾아 그 원언을 밝힌 뒤 

옳게 고지라.(4점) 

아버지가 금혜야 할 세가지 

아버지의 병은 뇌혈전입니다. 병이 낫자변 다음의 세가지를 금해야 합니 

다. 첫째로 금해야 할것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것입니다. 둘째로 금해야 

할 것은 술을 마시지 않는것입니다. 셋째로 금해야 할 것은 너무 격동되 

거나 슬픔에 잠기지 않는것입니다. 

병집원인: 

옳게 고친 글: 

[답안] 부정의 맞물림 관계에 주의하지 않아 뜻이 달라졌다 . 

• ,. 답배를 피우는 것업니다 술을 마시는것입니다. … 너 
무 격동되거나 슬픔에 잠기지 않는것입니다. 

[혜석] 부정의 맞물림관계를 고찰한다. 능력 차원은 C급이다. 중국어 

와 한국어를 더불어 쓰는 가운데서 빚어진 폐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이 엿보이는 창의적인 출제라고 생각한다. 

32) 마음의 풍자소품올 읽고 요구에 따라 혜답하라. (3점) 

서법경연을 보러 옹 고국장더러 제시성을 띤 글을 남겨달라고 사람들 

이 청을들었다. 

《무엇을 쓴다T:Þ 고국장은 붓을 들고 만족한 듯이 웃으며 말했다. 

《아무것이나 다 됩니다. 국장님께서 제일 자신있는 글올 서보십시오." 

〈그렴， 써본다.?" 

고국장은 한참 생각하더니 붓을 날렸다. 종이우에 고국장의 주먹같은 

글자가 씌여졌다.<동의합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놀라기도 하고 경탄하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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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몇글자 더 써보시죠 아주 멋있습니다'.~ 

누군가 빈정거리는 말투로 말했다. 

요구 1: 내용에 알맞게 제목을 달라.(1점) 

답f 

요구 2: 이 글의 결말을 쓰되 고국장의 말로 되게 하라. (2점) 

답: 

[혜답] 1은 《고국장의 봉변〉 

2는 《그것 참 딱한데 ... 내가 잘 쓸 수 있는 글은 이것밖에는 

없거든.~ 

(이외에도 풍자적 효과가 드러나게 해답하면 점수를 줄 

수 있다.) 

[혜석] 소품의 내용올 개괄해 제목올 달고 결말올 보충해 글의 소품올 최종적 

으로 완성하는 능력올 고찰한다. 능력 차원은 B급이다. 관료층의 무식함올 고발한 것 

만큼 현실성과 비판성이 강하고 학생들의 예술적 상상력과 종합능력을 고찰할 수 있 

는문제이다. 

æ> 다음의 소식을 얽고 그 내용을 간추려 15Al- 이내(역여쓰기 포함)의 
체목을 달아보라. (3점) 

[대전=신화사통신] 6월 12일， 수요일， 비내립 

4년동안 세계축구왕으로 군림하던 프랑스팀과 아르헨띠나팀이 본회 월드컵소조경 

기에서 천길낭떠러지에 추락해 눈물의 바다를 이뤘고 처녀출전국으로 16강 진출의 

력사를 창조한 세네갈은 축제의 물결로 출렁거렸다. 세계축구무대의 새풍경선이라 

할수 있는 이변이다 

숭패를 예측키 어렵고 절대적인 강자가 없으며 강팀과 약팀의 격차가 크게 좁혀져 

있는 것이 본회 월드컵의 특점이다. 



중국의 조선어문시험 명가방식의 실태와 특성 • 김호웅 491 

프랑스월드컵때에는 소조 제2경기가 결속된 후 16강 진출이 확정된 팀이 6개나 되 

었지만 본회 월드컵에서는 브라질과 에스빠냐 2개팀밖에 안되였다. 대부분 소조의 경 

기는 서로 물고 물려 제3륜경기를 거쳐야만이 16강 진출을 가리게 되었다. 

[혜답] 세계축구수준 전력균동화에로 

(세계 여러 나라의 축구 수준 차이가 갈수록 좁혀지고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접수를 줄수 있다) 

[혜석] 글의 내용과 주제를 종합해 제목을 달수 있는 능력올 고찰한다. 능력차 

원은 C급이다， 글의 체재는 서로 다르나 제 32) 문제와 대동소이해 별로 의미가 없는 

중복왼 문제로 된 것 같다. 그리고 이 글의 제1과 제3 자연단락의 논거부분을 수험생 

스스로 개팔해 《올해 월드컵 이변 속출〉 이라고 활 수도 있어 물의를 빚올 소지가 

크다. 

5. 작문(00점) 

다음의 두가지 채료가운대셔 한가지를 선택하여 요구얘 따라 글올 쓰 

라. 

재료 1: 

북방에 사는 한 사람이 남방에 가서 벼슬올 하게 되었다. 한번은 다른 사람들과 함 

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탁에 생전에 본적 없는 물건이 올랐다. 그것을 입에 넣고 

생으려 하였으나 어찌나 딴딴한지 도무지 씹올수가 없었다. 그것은 마름이였다. 곁에 

앉아있던 통료가 마름은 껍질을 벗겨버리고 속만 먹는다고 귀띔하자 그 사랍은 《그 

건 나도 안단 말이야 껍질채로 먹으면 속열올 칠수 있거든.}> 하고 동료의 말올 중풍 

무이해버렸다. 동료는 계속하여 북방에도 마륨을 심는가고 물었다. 

《심구말구. 앞산과 뒤산이 온통 마륨천지요〉 북방사람은 신이 나서 대답하였 

다. 

레브 톨스또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몰라서는 두려울것도 해로울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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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나 모든 것에 대하여 다 알수는 없기 때문이다. 진정 두렵고 해로운 것은 모르 

면서도 아는체 하는것이다.~ 

북방사람이 남방에서 올바르게 벼슬올 하였겠는가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행 [마름] 늪 같은데서 절로 나거나 심어서 자래우는 1년생 풀의 한가지 또는 그 

열매. 

요구:CD 주제가 선명하고 상상력이 합리해야 한다. 

@ 자기의 경력， 체험， 견해와 신념을 쓸수도 있고 이야기 등을 

쓸수도 있다. 쓴 글의 내용은 반드시 주어진 글의 주장을 떠나지 

말아야한다. 

@ 제목을 자체로 달아야 한다. 

@ 시， 희곡을 제외한 기타 체재의 글을 모두 허용한다. 

@ 글자 수는 1뼈자이상이여야 한다. 

재료 2: 

생활을 어찌 보면 하나의 커다란 그물(뼈)이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 

자체도 이 그물속에서의 변화무쌓한 유회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생활속의 그물， 여기 

에는 눈에 보이는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것도 있다. 또 유익한것도 았고 해로운것도 

있다. 생활의 그물(쩌)을 화제로 하여 한편의 글을 지으라. 

요구:CD 자기의 경력， 체험， 견해와 신념을 쓸수도 있고 이야기를 쓸수 

도있다. 

@ 제목을 자체로 달아야 한다. 

@ 시， 회곡을 제외한 기타 체재의 글올 모두 허용한다. 

@ 글자 수는 1뼈자이상이여야 한다. 

[혜석] 재료작문으로서 두 개의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선태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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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남겨 주었다. 두 개의 자료는 모두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현실성을 띤 사상과 내 

용을 담고 있어 웅시자들에게 상상과 연상의 공간올 제공해 주고 있으며 또한 시나 

회곡을 제외한 다양한 문체를 다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첫 번째 자료는 주제가 한정되어 있어 개성 있는 글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버리고 있올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이 늘 다루는 주제(허심하면 진보하고 교만 

하면 낙후해진다)여서 외워 쓰기나 모방작이 나올 우려가 었다. 그리고 두 개의 자료 

를 제시했고 각각 구체 요구도 다른 만큼 채점에서 형평성올 잃을 소지가 많다. 

본 시험지 작문채점 표준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작문둥급채점표준》 올 보면 기초등급(fi)점)과 발전둥급00점)으 

로나누어 채점한다. 

(2) 기초둥급채점에서는 주제， 내용， 언어， 문체를 중점적으로 보며 좋은 

것(fi)-41점)， 비교적 좋은 것(40-31점)， 일반적인 것(l)-21)， 차한 

것(a)-O점) 둥 4개 둥급으로 나눈다. 

(3) 발전등급채점에서는 주제나 내용이 심각하고 언어가 생동하고 풍부 

하며 창의성이 있는 퉁 107H 조목가운데서 어느 한가지라도 특출하 

면 만점 10점까지 줄 수 었다. 

(4) 띄어쓰기， 철자 문장부호에서 틀린 곳이 많으면 (a)곳 이상) 4점을 

깎고 일반적이면 00-9곳) 2점을 깎으며 틀린 곳이 많지 않으면 

(9-5곳) 1점을 깎는다. 지면이 어지럽고 글씨가 난잡하면 1점을 깎 

는다. 

(5) 글자가 부족하면 부족한 글자 수 %자에 1점을 깎는다. 

(6) 기성작품을 그대로 옮겨 썼올 경우에는 《기초둥급〉 의 차한 범위 

에서 접수를 매기며 《발전둥급〉 에서는 점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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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제 특성과문제점 

~:m2년 보통고둥학교초생전국통일고시 조선어문(길립성전용)~ 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평가방식의 실태와 특성을 아래와 같이 귀납할 수 

있겠다. 

《조선어문》 출제의 이중문호}구조적 성격; 

시험사회학적으로 본다면 시험은 수험자가 살고있는 해당 사회나 시대 

의 문화구조를 반영하거나 제시한다. 첫째로 《조선어문》 출제는 중화 

인민공화국 교육부 시험중심의 지도 밑에 진행되며 대다수 중국인 수험 

생들이 치르는 《어문》 출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둘째로 《조선어 

문》 출제의 근거는 수험생들이 조선족학교에서 배우는 《조선어문》 교 

과서인데 이 교과서에서는 우리민족의 작품들과 거의 같은 비중으로 중 

국의 작품들올 다루고 있다. 따라서 그에 기초한 《조선어문〉 출제는 이 

중문화구조를 반영 • 제시하고 있다. 

《조선어문》 훌제으I ~3+ X~ 원칙; 

:m2년 대학입시에서는 처음으로 전국적인 범위에서 ~3+X~ 패턴을 

실시했다.1~년 초에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에서 내놓은 《보통고둥학 

교 초생시험제도개혁을 진일보 심화할 데 관한 의견〉 에 의하면， ~3+ 

X~ 란 대학입시를 진행하는 가운데 고둥학교에서 인재를 선발하는데 

유리하고 중학교단계의 소질교육을 하는데 유리하며 대학교의 경영자주 

권올 확대하는데 유리함올 말한다. 이에 따라 《조선어문〉 출제에 있어 

서도 그 내용에 대한 개혁의 폭을 늘리며 수험생의 능력과 소질을 중점 

적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객관적인 문제를 줄이고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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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제를 늘렸으며 출제의 사변성(思辦性)과 실용성을 높였다. 

〈조선어문》 시험의 내용과 형식적 륙성; 

조선어의 어음， 억양， 어휘， 문법， 수사법， 문학감상능력， 습작능력 동 전 

반 조선어문지식을 망라하고 있으며 다양한 출제형식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조선족 수험생들의 문화지식구조와 시야를 감안해 교묘하게 문학， 

역λh 철학을 결합해 그들의 조선어문 능력과 소질을 평가하고 있다. 하 

지만 중국의 문학작품을 비롯한 번역문을 너무 많이 다루고 있는가 하면 

12)의 경우와 같이 일부 문제는 출제 자체가 툴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문제(언어영역)와의 비교를 통해 《조선어 

문〉 시혐의 문제점을 찾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작업을 향후의 연구과 

제로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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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d 

Current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Evaluation Method 

of " Korean" Exam in China 

때m， 바}얘κlOI1Q 

''R맹비ar αtllf용es and Universities En없nce Exam Ko없n" not only plays an 

irnI:x>rtant role as the 머얹mt 빼ch i며luences the res띠t of the e뾰n， but also 

ft.mctiαIS as the comrnar때ng mark of the entrance 어ucation as it isthe surn of the 

12 y，얹rs’ l얹n따Jg of Kor없1 from prirnarγ s다lOOl to high 떠뼈. Being the 

na뼈al uniforrn 없뼈1ce test, " Korean" Exam inevitably 뻐sthe 밍æ않st 

au따mty 때 짜TS뼈γ. The con따lt of 뼈 " Kor없n" E뾰n JJCIIH is s없-etly 

αOOUαrl by tl몽 앙細ts who are 어$때 and chosen by the 많ucation Institute in 

china. 

In this JJCIIH, the author first int:rociucOO tl1e pattern of the 앉am 때 laid out 

뼈ailed 빼anation about it, then he surπ뼈 up 뼈 current situation 뼈 

대arac떠i와ics of evaluation rrethod of the 앉am 

α1따acteristics of DI퍼l저뻐뼈 S1ructure of Korean 않am 

From 뼈 뼈le of test sociology, 앙ams r뻐ect the soó엠r 뼈 d몽 cultural 

structure in which 않없1 따iici뼈lts live. Firstly, " 없없n" E뼈n is carried on 

ur앉!f the 때m따xl of the 않뻐1 Center of 많ucation Institute in P.Rc. It is 머so 

affæ때 by the pa뼈nar피 con따lt of "다뼈se" Exam w비ch rmst of 뼈 다뼈se 

stt뼈lts have ev힘T y'얹r .. 않℃뼈ly， " Koræn" Exam is 벼S어 on the "Kor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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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1x빼， which contains many translatiα1 Wi여‘sfrαn α피lese wriψ19s. Ther:엄:ore， 

뼈 " Kor없1" Ð‘arn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dual- cultural structure. 

<: 3+ X )> Princi띠ein “ Km없n’ E뻐m 

In R맹ular CoU앵es ar띠 Univer업ties Fntrance Exam in :ID2, <{ 3+ X > 
pri띠며e was ir때Ilerrented in the nationwide for the first 미re. According to the <{ 

Suggestions on the further intmsification of R맹버따 CoI1앵es aI1d Universities 

Entrance E뻐ffir얹'onn>， <{ 3+X > refers to three 밟때ts. First, it is beneficial 

to the election of talents. 었:ond， it is beneficial to the quality 뼈lcation during the 

rniddle school 어ucation s뼈 Third, it is 밟빼때 to the enlargerrent of the 

U띠versities ’ self- de따mination of the mar떠g없H1t . Because of this, there are 

머so sorre charlges in " KoreaI1" Exam 대야~ so that it CaI1 ev;머uatestu따1ts ’ 

a비뼈 빼 q펴lity correctly. The reforms in "Ko뼈n" Ð‘arn 없 that in 앉arn 

paJØ', 0비때ve questiαIS are 뼈U때， 빼e subjective questions are incr얹S벼， 

aI1d in때않뻐len밍iries ar띠 practi떠1 applicability are 얹뼈nced. 

charac따'Ístics of con따1t ar퍼 f성뼈n of ’'Kor없n" 않arn 

’'Kor없n" Exam αm때ns pronunciation, accent, vocabularies, 밍'aI11ffiaI'， 남letorical 

않따-ession， li따ary a마JreCÏatiα1， writir핑 때 0따~kno때떠ge of Kor없nlanguage. 

π1e pattem of the questions tend to be dive뼈fied. "Ko뼈n"Exarn 떠so combir빼 

literature, history 때 philosc뼈ly which 야netra때 Korearl S뼈ents’ cultural 

structure in order to ev;외uate tl뻐r ab피ty aI1d 따>titude in Kor얹llaIlgUage. 많lt 

there s뻐 exist sorre αublerns， such as too many translatiαlWIαksfromQψlese 

wn마땅S 없-e used 빼 sorre questions in the 않arn PaJØ' like 12) are not cαTect 

thems뚱elve얹s . . 
Corr뼈e벼dw때ith tl뼈R 

Sα에lth Kor없’ sorre problerns in "Kor없n"Exam 벼ve to be re웠rc뼈 빼 solved 

later 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