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콕콕!

‘핵심 콕콕’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박스입니다. 

시에서 중요한 것은 ‘화자, 화자의 상황’ 더불어 ‘정서’까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러한 내용을 시를 읽고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적어 

놓은 것입니다. 시를 읽고 ② 화자의 상황을 바로 점검해주세요. 

① 주제는 ‘중심 줄기’입니다. 시의 흐름을 잡는 것이 문제를 푸는 핵심

이기 때문에 작품을 해석한 다음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다시 한번 확

인해 보고 싶다면, ① 주제를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③ 작품 갈래와 ④ 특징, 그리고 ⑤ 중요 소재는 해당 작

품과 관련된 중요 정보만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꼭 확인해야 하는 내

용만을 적어두었으니 마지막에 작품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읽어 주세요.

O / X 퀴즈

작품을 해석한 후, 바로 자기 실력을 테스트하였으면 합니다. 개념과 

관련 내용과 의미와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적혀 있으니 자기 실력을 간

단하게 테스트해 보세요. 틀린 부분을 확인한 다음, 이어지는 내용(핵심 

콕콕!, 시 구조, 작품의 특징, 내용 이해하기 등)을 집중하여 공부하길 바

랍니다.

키워드

출제자가 해당 작품 선정을 했다면, 그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 작품이 선정되었다면 어떤 이유에서 선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짚어야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기 위해 적어둔 내용입니다.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된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짚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 구조

소설에서 ‘줄거리’가 있다면, 시에서는 ‘연 구분에 따른 내용 요약’이 있

습니다. 어렴풋하게 내용을 이해하는 습관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

며, 일정 부분의 시를 분석하고, ‘시 구조’를 동시에 확인함으로써 자신

의 해석을 교정해 주세요. 시 해석은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

막으로는 전체적 흐름을 ‘내용 요약’을 통해 잡아주세요.

작품의 특징

수록된 작품 내용에서 나올 법한 표현상의 특징을 ‘예’와 함께 적어 놓

았습니다. 공부할 때에는 ‘예’를 같이 외우기보다는 ‘표현상의 특징’을 읽

어보며, 스스로 찾을 수 있는지를 체크 해보세요.

작품의 TMI

해당 작품을 깊이 읽게 하도록 만든 항목입니다. 외우라고 만든 부분

이 아니라, 이 작품의 무엇을 더 중점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

해 선별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① 주요 논점, ② 알아야 하는 배경 설

화, ③ 알아야 하는 중요 내용’ 등 다양한 주제로 글을 쓰거나 논문에서 

발췌하여 적어두었습니다. 따라서 잡지에 적힌 칼럼처럼 읽는 것처럼 지

식의 양을 늘리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시면 됩니다. 

내용 이해하기 - 시어의 의미

‘현대시’에 적힌 시어의 의미는 의미를 꼭 알아야 하는 시어나 문맥에서 추론할 수 있는 의미를 위주로 적어두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도 해당 

장면을 해석하면서 문맥 추론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전시가’에 적힌 시어의 의미는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을지도 모르므로, 한자어와 해석이 어려운 시어 위주로 선정하여 적어두었습니다. 알아야 하는 고사 내용도 적어두었으니, 현대역을 하며 내

용을 파악할 때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이해가기 - 현대역

‘고전시가’의 현대역은 시어의 의미만 바꾼 것이 아니라 ‘현대에 우리가 쓰는 말’에 맞추어 글을 다시 쓴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쓰는 어미는 

되도록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당시의 감흥에 맞추어 ‘현대역’을 쓰고 싶었으나, 어미로 인해 학생들이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경우

가 있었기 때문에 전면 수정을 한 것이지요. 혹시라도 어미와 관련된 특징이 궁금하다면, ‘표현상의 특징’에서 확인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대역’을 이용하면 되느냐? ‘내용’을 위주로 봐주었으면 합니다. ‘박스’는 모두 한 장면에 볼 수 있도록 임의로 끊어 두었습

니다. 따라서 해당 박스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위주로 이해한 다음, ‘원문’을 보고 스스로 내용을 

알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문장을 짧게 끊은 이유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용 이해하기 - 해석

‘해석’은 해당 장면을 ‘화자의 상황이나 정서’를 위주로 다시 쓴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반드시 해석해야 하는 내용이나 시어가 있으면 그 내

용을 적어두기도 하였습니다. 내용을 위주로 전달하기보다는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실전에 맞추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황 위주로 적으려고 노

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의도에 맞추어 해석을 읽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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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큰울림 국어연구소

현대시

PART 1 01.01. 정지용, 「춘설(春雪)」
중요도

상

수능특강 009p

01.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계절감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02. 영탄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03. 대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04. 색채의 대비를 통해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05.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에 입체감을 더하고 있다.   

06.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7. ‘핫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라는 것은 봄기운을 느끼고 싶으면서도 겨울이 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화

자의 이중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08. ‘꿈같기에 설어라’라는 것에서 봄이 오는 것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정답과 해설 366P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

서늘옵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옹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옴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핫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春雪)」 -

* 우수절 : 입춘과 경칩 사이의 절기인 우수로, ‘봄비로 물기운이 가득한 때’라는 뜻임. 양력 2월 18일경.

* 옹송그리고 : 춥거나 두려워 몸을 궁상맞게 몹시 움츠려 작게 하고.

* 옴짓 아니 기던 : 움직이지 않던.

* 핫옷 : 안에 솜을 두어 지은 겨울옷.

❶ 주제 : 춘설(봄눈)과 봄의 생

명력

❷ 화자의 상황과 정서 : 화자는 

이른 봄에 내리는 눈을 보며 

봄의 생명력을 느끼고 있다.

❸ 특징 

①  감각적 이미지가 두드러

진 시이다. 

②  공감각적 이미지가 나타

나 있다. (  먼 산이 이

마에 차라, 흰 옷고름 절

로 향기로워라)

③  특정 어미가 반복되어 나

타나 있다. (  차라, 향기

로워라, 설어라, 싶어라)

❹ 중요 소재 : 눈/핫옷(겨울), 

새순/고기(봄), 도로 춥고 싶

어라.(겨울이 지나감에 대한 

아쉬움, 봄이 오는 기대감)

춘설[春雪], 생동감, 생명력, 아

쉬움, 이미지

춘설을 경험한 화자가 봄의 생

명력을 느끼며 감각적으로 묘

사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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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Victory ebS

부분 내용 요약

1연 화자는 문을 열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다.

2연 우수절 초하루 아침을 맞이하였다.

3연 화자는 이마에 닿을 듯이 먼 산을 가깝게 느끼고 있다.

4연 화자는 봄이 오는 자연의 변화를 인지하고 있다.

5연 화자는 봄기운을 느끼며 자신의 감정에 주목하고 있다.

6연 화자는 봄의 생명력을 지닌 자연물을 바라보고 있다.

7연 화자는 겨울을 보내는 아쉬움과 봄이 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이중적으로 느끼고 있다.

① 영탄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 (  선뜻!, 아아)

② 감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 시이다. 

③ 공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 (  먼 산이 이마에 차라,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④ 이중적인 감정이 나타나 있다. (  핫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⑤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 있다. (  우수절(雨水節), 초하루 아침)

⑥ 특정 어미가 반복되어 나타나 있다. (  차라, 향기로워라, 설어라, 싶어라)

⑦ 외부의 정경에서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이동하고 있다. (연계 교재)

⑧ 색채감이 나타난 시어를 통해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연계 교재)

⑨ 시각적인 형상의 이미지를 촉각적 감각으로 전이시켜 표현하고 있다. (연계 교재)

⑩ 감탄형 서술어를 구사하여 풍경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계 교재)

■ ‘춘설(春雪)’의 역할

‘춘설(春雪)’은 사전적 의미로는 ‘봄철에 오는 눈’을 의미한다. ‘눈’은 겨울에 내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봄에 내리는 것은 

이상하다. 그럼에도 ‘춘설’을 쓴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해당 작품에서 ‘봄눈’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화자는 눈을 뜨고 세상에 눈이 내린 풍경을 맞이한다.

② <4연>부터 겨울에서 봄이 되는 계절 변화를 느끼고 있다. 즉, ‘봄눈’은 봄을 알리는 증거로 보인다.

③ <6연>에서 알 수 있듯이 봄눈을 맞은 자연물(새순, 물고기)이 생명력(파릇한, 입이 오물거리는)을 드러내고 있다.

④ <7연>에서 화자는 봄을 맞이하는 기쁨과 동시에 겨울이 가는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다.

■ <5연>의 ‘설어라’에 대한 해석

‘설어라’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 하나는 ① ‘꿈만 같아 서럽다.’는 해석이고, 또 다른 하나는 ② ‘꿈을 꾸는 것처럼 낯

설게 느껴진다.’는 해석이다.

① 꿈만 같아 서럽다 : 화자는 봄이 되고 지난 겨울 겪었던 삶을 회고하니 자신의 과거가 슬프게 느껴졌다.

②  꿈을 꾸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진다 : 화자는 봄이 되니 갑작스러운 변화에 새삼스러움을 느끼게 되고 이런 감정이 

낯설게 느껴진다.

해석이 다를 때 어느 것을 무조건 정답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화자는 궁극적으로 봄이 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되, 반드시 출제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접근하라.

시 구조

작품의 특징

작품 TMI



010 큰울림 국어연구소010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춘설(春雪)」이란 제목에서 이미 중요한 소재가 ‘봄눈’임을 알아

차렸을 것이다. ‘봄’, ‘눈’, 그리고 ‘겨울’이란 계절적 배경과 관련

된 소재에 신경 써가며 해석하자. 

<1연>에서 분석해야 하는 내용은 ‘화자가 문을 열고 찬 기운을 

느꼈다’는 것이다. ‘시각’과 ‘촉각’이란 감각을 바탕으로 화자의 시

선을 인지해야 하는 구절이다.

‘이미지’를 강조하는 시일수록 ‘화자가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

를 지니는지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화자가 보고 느끼는 것’

을 위주로 정리하여 전체적 맥락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2연>에서 분석해야 하는 내용은 ‘시간적 배경’이다. ‘우수절’과 

‘초하루 아침’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자.

먼저 ‘우수절’부터 분석하자. 우수절은 ‘양력 2월 18일’이다. 봄

이라고 하지만 아직 바깥 날씨는 춥다. ‘봄’에 대해 시상을 전개할 

때, 어떤 사람은 ‘완연히 따뜻해진 봄’에 대해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꽃이 만개한 날’을 중심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를 쓴 작가는 ‘우수절’인 아직 봄이라고 이르기엔 추운 날을 

배경으로 시상을 전개해 나갔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의 시간적 배

경을 분석할 때, ‘봄이지만 아직 쌀쌀한 시기’임을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로, ‘초하루 아침’인데 ‘아침’은 ‘낮보다’는 쌀쌀하다. 그

리고 매달 첫째 날이란 의미에서 ‘새로움’이란 이미지도 같이 분

석하자. 이를 종합해 보면, <2연>은 ‘봄, 새로움, 쌀쌀함’과 같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

서늘옵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3연>에서 분석해야 하는 내용은 <1연>과 마찬가지로 ‘화자가 바

라보고 있는 행동’이다. <1연>에서 화자는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

다. (참고로 화자가 집 안에 있는지 집 밖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출

제자의 해석에 달린 것이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지니자.)

<3연>도 마찬가지로 화자는 ‘산’을 바라보고 있다. 화자는 이 

눈이 덮인 산을 바라보며 ‘새삼스럽다’고 느끼며 이마에 부딪칠 

만큼 가까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로 볼 때, 화자는 ‘봄에 내린 눈’에 대해 ‘새삼스러움, 새로움, 

긍정적’과 같은 감정들을 느끼며, 이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는 거리감이 있다.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4연>에서 분석해야 하는 내용은 ‘계절의 변화’와 ‘감각적 이미

지’이다. 

화자는 ‘얼음에 금이 가는 모습과 바람이 새로이 따르는 모습’

을 보며 겨울이 지나고 점차 봄이 되고 있는 그 과정을 감각적으

로 느끼고 있으며, 이런 변화를 다시 ‘색(=흰)’과 ‘후각(=향기롭

다)’을 활용하여 보여주었다.

옹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

<5연>에서 분석해야 하는 내용은 ‘화자의 태도’와 ‘설어라’의 해

석이다.

화자는 ‘옹송그리고’에서 알 수 있듯이 ‘겨울에 궁상맞게 움츠

려 작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온 것 같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화자는 ‘꿈 같기에 설어라.’고 하는데, 이때 ‘설어라’가 애매하게 

해석이 된다. 

시의 전체 분위기를 고려하면 화자는 봄이 오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을 어디에 강조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므

로, 학생 입장에서는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좋다.

①  ‘설어라’를 ‘서러워라’로 해석하는 경우 : 화자는 지난겨울을 

보냈던 날을 회상하며 그날이 꿈같기에 서럽다고 느낀다.

②  ‘설어라’를 ‘낯설다’로 해석하는 경우 : 화자는 봄이 되어 되

살아나는 자연물을 느끼는데 이 느낌을 낯설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다른 경우는 출제자 의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

에 문제의 문맥을 고려하며 접근하길 바란다.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옴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6연>에서 분석해야 하는 내용은 ‘감각적 이미지’와 ‘봄의 생명

력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특히 감각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가 

두드러져 나타나 있다. ‘파릇한’과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모습’에

서는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고, ‘움직이지 않았던 물고기’가 

‘움직인다’는 말에서 동적 이미지도 확인된다. 

출제자가 물어보는 층위에 따라서 해석하면 되는 구절이기 때

문에 ‘봄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정도만 해석해도 충분하다.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핫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내용 이해하기  : ‘-어라 / -아라’의 반복적 표현 

화자는 갑작스러운 추위에 깜짝 놀랐다.

① 공감각적 이미지(시각(먼 산)의 촉각화(차라))
② 눈 내린 먼 산의 시각적 이미지를 ‘차갑다’는 촉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였다.

우수절 : 입춘과 경칩 사이의 절기인 우수로,  
‘봄비로 물기운이 가득한 때’라는 뜻임. 양력 2월 18일경.

화자는 이전과 다른 느낌을 받고 있다.

촉각적 이미지

멧부리 : 산등성이나 산봉우리의 가장 높은 꼭대기.

계절적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겨울 → 봄)

① 공감각적 이미지(시각(흰)의 후각화(향기롭다))
② 봄이 오는 상황을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옹송그리고 : 춥거나 두려워 몸을 궁상맞게 몹시 움츠려 작게 하고.

영탄적 표현(감탄사)

① 봄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이미지 ①

① 봄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이미지 ②
② 옴짓 아니 기던 : 움직이지 않던.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①  지난 겨울을 회상하며 느끼는 서러움으로  
해석할 수 있다.(연계 교재)

②  봄이 되어 살아나는 생명들에 대한 화자의 낯섦으로  
해석할 수 있다.(연계 교재)

① 시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다.
② 초하루 : 매달 첫째 날.

이마받이하다 : 이마에 부딪치다.

핫옷 : 안에 솜을 두어 지은 겨울옷.

이중적 감정이 나타난 부분이다.
① 겨울을 보내는 아쉬움이 나타난다.
② 겨울옷을 벗고 봄기운을 느끼고 싶은 설렘(=기대감)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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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연>에서 분석해야 하는 내용은 ‘봄눈’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것이다.

‘핫옷’은 겨울에 입는 옷이다. 겨울옷을 벗었다는 의미는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봄이 오는 것을 좋아

하는 화자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 춥고 싶어라.’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이다.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해 이중적 감정을 가지는 것

은 자연스럽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에 어떤 감정을 지니고 

있느냐’는 다른 말이다. 

화자는 겨울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춥고 싶다.’는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를 ‘겨울을 보

내는 화자의 아쉬움이 드러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전체적으로 봄이 오는 것에 대해 기대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

므로 ‘봄이 오는 것에 대한 화자의 설렘이 드러나 있다.’고도 해석

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포인트를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구절은 

출제자가 의도를 배치하여 학생을 이끌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

각하지 않도록 하자. ‘화자는 봄눈에 대해 긍정적이고, 지나가는 

겨울에 대해 아쉬워한다.’ 이 정도로 해석하고 문제에 임해도 되

기 때문이다.

 - 정지용, 「춘설(春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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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시가

PART 2 01.01. 작자 미상, 「정석가(鄭石歌)」
중요도
중하

수능특강 012p 전문 수록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샹이다 

딩하 돌하 당금(當今)에 계샹이다 

션황셩예 노니와지이다   <제1연> 

삭삭기 세모레 벼랑에 나난　

삭삭기 세모레 벼랑에 나난　

구운 밤 닷 되를 심고이다

그 밤이 움이 돋아 싹 나거시아

그 밤이 움이 돋아 싹 나거시아

유덕(有德)하신 임을 여의아와지이다  <제2연>

옥(玉)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옥(玉)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바위 위에 접주(接柱)하요이다*

그 꽃이 삼동(三同)이 피거시아

그 꽃이 삼동(三同)이 피거시아

유덕(有德)하신 임을 여의아와지이다  <제3연>

무쇠로 철릭*을 말아 나난

무쇠로 철릭을 말아 나난

철사(鐵絲)로 주름 박오이다

그 옷이 다 헐어시아

그 옷이 다 헐어시아

유덕(有德)하신 임을 여의아와지이다  <제4연>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텰슈산(鐵樹山)애 노호이다 

그  텰초(鐵草)를 머거사 

그  텰초(鐵草)를 머거사 

유덕(有德)신 님믈 여와지이다  <제5연> 

구슬이 바위에 지신들

구슬이 바위에 지신들

끈잇단 그츠리잇가

즈믄 해를 외오곰 여신들

즈믄 해를 외오곰 여신들

신(信)잇단 그츠리잇가   <제6연>

 - 작자 미상, 「정석가(鄭石歌)」 -

* 접주하요이다 : 접붙입니다.

* 철릭 : 옛날에 무관이 입던 관복.

연계 교재 미수록

연계 교재 미수록

임과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

는다는 태도가 확고한 작품. 

(소재에 주목할 것!)

❶ 주제 : 임과의 영원한 사랑, 

임금을 향한 축원.

❷ 화자의 상황과 정서 : 불가능

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만약 

그 일이 일어난다면 임과의 

이별을 받아들이겠다는 태

도를 지니고 있다. (의지)

❸ 작품 갈래 : 고려가요(=고려

속요)

❹ 특징 

①  3음보(3·3·4조), 반복법 

등이 있다.

②  <제2연>에서 <제5연>에는 

역설적 표현이 있다. (이

를 두고 반어적 표현이라

고 보는 시각도 있다.)

③  <제6연>에는 설의적 표현

이 있다. (  신(信)잇단 

그츠리잇가)

④  <제1연>은 의식요의 기능

을 지닌다.

❺ 중요 소재 : 구운 밤(=군밤), 

그 꽃(=연꽃), 그 옷(=철로 

만든 옷), 그 (=철로 만든 

소), 끈(=영원한 믿음, 사랑)

태평성대, 임, 이별, 불가능한 

상황, 영원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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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Victory ebS

01.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02. 자신을 떠나려는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03.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시상 전개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리듬감을 확보하고 있다.  

04. ‘세모레 벼랑’, ‘삼동’은 화자가 겪을 시련을 상징한다.  

05. ‘옥’은 ‘임’의 아름다운 외모를 상징하고, ‘무쇠’는 ‘임’의 강인한 심성을 상징한다. 

06. 대구 표현을 활용하여 ‘임’에 대한 마음이 변치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07. ‘바위’는 단단한 속성으로 임과 나의 사랑의 지속성을 상징한다. 

08. ‘임’에 대한 ‘신’을 지키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굳건한 ‘바위’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정답과 해설 38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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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내용 요약

제1연(서사) 태평성대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

제2연 군밤에 싹이 나면, 임과 이별하겠다. (불가능한 상황 ① - 군밤과 싹)

제3연 연꽃이 바위에서 피어나면, 임과 이별하겠다. (불가능한 상황 ② - 연꽃과 바위, 그리고 접)

제4연 철로 만든 옷이 헐면, 임과 이별하겠다. (불가능한 상황 ③ - 철릭과 헒)

제5연 철로 만든 소가 철초를 먹으면, 임과 이별하겠다. (불가능한 상황 ④ - 철로 만든 소와 철초)

제6연(결사) 임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영원하다.

① 3음보(3·3·4조), 반복법 등이 있다.

② <제2연>에서 <제5연>에는 역설적 표현이 있다. (이를 두고 반어적 표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③ <제6연>에는 설의적 표현이 있다. (  신(信)잇단 그츠리잇가)

④ <제1연>은 의식요의 기능을 지닌다.

■ ‘정석가’의 <제6연>과 ‘서경별곡’의 <제2연>

‘정석가’의 <제6연>은 ‘서경별곡’의 <제2연>에도 나타난다. 이를 두고 무엇이 무엇을 베꼈다고 보기보다는 현대의 사랑 

노래처럼 당시의 관용적 표현으로 쓰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또는 해당 작품이 구전되었다는 점을 고

려해 볼 때, 후대 사람들에 의해 첨삭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 역설적 표현, 완곡한 표현

해당 작품은 ‘이별하지 않겠다’로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제2연>~<제5연>에 ‘이별하지 않겠다’는 내

용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별하지 않겠다’는 해석으로 반어적 표현으로도 보기도 하지만,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역설

적 표현으로도 보므로 출제자 의도를 고려하며 해석하기를 바란다.

시 구조

작품의 특징

작품 TMI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예 디신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긴힛 아즐가 긴힛 그츠리잇가 나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즈믄를 아즐가 즈믄를 외오곰 녀신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信(신)잇 아즐가 信(신)잇 그츠리잇가 나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제2연>

 - 작자 미상, 「서경별곡(西京別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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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가’의 <제1연>

정석가는 송악이 수입되기 이전의 팔관회에서 쓰이던 전래 민요인 듯한데 이 가사가 새로 수입되어 국가 의식에 채택

된 당악의 악곡과 결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궁중악으로 국가 행사에 불려지던 가사가 중국에서 수입된 곡에 맞춰져 수

용되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가사가 중국 악곡에 맞춰지는 과정에서 사상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왕의 만수무강을 비는 내용의 궁중 가악 가사, 정석가는 중국 악곡에 맞춰지면서 중국적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헌

수, 송도의 의미를 더욱 갖추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의적인 면이 많이 보이는 기구를 살펴보면 송도의 의미가 더욱 확실해진다. 정석가 기구는 반복되는 구를 빼면 2구

의 형식이 된다. 

2구체가 4구체의 원형인 점을 상기하여 보면 기구도 제의가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노니와지

다’ 구절을 살필 때 ‘와’는 ‘’의 변이형이며, ‘’의 주체는 일인칭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저희는 선왕의 성대를 노

닐고 싶습니다’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유덕하신 님믈 여와지다’의 구도 ‘’의 변이형인 ‘아와’가 있어 역시 ‘저

희는 유덕하신 님을 이별하고 싶습니다’로 해석된다.

‘딩아 돌하 當今에 계샹다’의 구절의 해석에 있어 ‘딩아’, ‘돌하’의 난해어의 해석이 필요하다. ‘계샹이다’는 ‘계십니다’

로 해석이 되어 술어의 주체는 존대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구에 당금(當今)과 선왕성대(先王聖代)의 과거

와 현재의 시간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어 부활제의(復活祭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추정하게 한다. 현재의 왕의 탄생

을 조령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제의 의식에서는 현재와 과거가 동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딩아’, ‘돌하’

는 바로 왕을 말하는 것이 되고 동시에 조령을 뜻하는 바가 된다. 

“정석가의 기구 ‘딩아 돌하 當今에 계샹다 / 先王聖代예 노니와지다’를 들 수 있다. 이 기구의 시간은 당금으로 

봐서 분명히 현재다. 그렇다면, 선왕성대의 과거는 이것과는 모순된다. (중략) 당금의 왕은 당금의 존재가 아니라 조령의 

화신이다. 이와 같은 원초적 사유에 있어서는 당금의 현재는 ‘선왕대’의 과거에 흡수되어 버린다. 현재는 과거의 연장이 

아니라 과거의 반복이다. 그러므로 부활제의 시간은 과거뿐이다. 그 과거는 영원-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원점-

이다. 원점인 때문에 ‘당금에 계상다’의 현재가 ‘선왕성대에 노니와지다’의 과거에 회귀함은 당연하다. (중략) 그 시

간성으로 봐서 정석가 기구 역시 그 밑바닥에 조령과 왕을 일체시하는 원초적 사유를 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경은. 2004. 「고등학교에서의 속요 교육방안」 석사학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49-51.

딩아 돌하 當今에 계샹다

딩아 돌하 當今에 계샹다

先王聖代예 노니와지다



Over 
Victory

EBS

Over 
Victory

EBS



정답과 해설



364 큰울림 국어연구소

PART 1 현대시 빠른 정답

01.01. 정지용, 「춘설(春雪)」 수특 009POVS 008P

01. O  02. O  03. X  04. X  05. O

06. O  07. O  08. X 

02.02. 김현승, 「눈물」 수특 031POVS 012P

01. O  02. O  03. X  04. O  05. O

06. O  07. X  08. O 

03.03. 김승희, 「배꼽을 위한 시 5」 수특 035POVS 016P

01. O  02. O  03. O  04. O  05. X

06. X  07. O  08. X 

04.04. 김소월, 「님의 노래」 수특 074POVS 020P

01. O  02. X  03. O  04. O  05. O

06. O  07. X  08. O 

05.05. 한용운, 「수의 비밀」 수특 074POVS 024P

01. O  02. O  03. X  04. O  05. O

06. O  07. O  08. X 

06.06. 박목월, 「윤사월」 수특 076POVS 028P

01. X  02. X  03. O  04. O  05. O

06. X  07. O  08. X 

07.07. 윤동주, 「자화상」 수특 076POVS 032P

01. O  02. X  03. O  04. X  05. O

06. O  07. X  08. X  09. O

08.08. 백석, 「두보(杜甫)나 이백(李白)같이」

 수특 078POVS 036P

01. X  02. O  03. X  04. X  05. O

06. X  07. O  08. O 

09.09.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수특 079POVS 042P

01. X  02. X  03. O  04. X  05. O

06. O  07. O  08. X 

10.10. 이육사, 「꽃」 수특 082POVS 048P

01. X  02. O  03. O  04. X  05. O

06. O  07. O  08. O 

11.11. 문정희, 「한계령을 위한 연가」 수특 082POVS 052P

01. O  02. X  03. O  04. O  05. X

06. X  07. O  08. O 

12.12.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수특 085POVS 056P

01. O  02. X  03. O  04. X  05. X

06. X  07. O  08. O 

13.13. 신석정, 「꽃덤불」 수특 086POVS 062P

01. O  02. O  03. O  04. O  05. O

06. X  07. O  08. O 

14.14. 김수영, 「사령(死靈)」 수특 088POVS 066P

01. X  02. O  03. O  04. O  05. X

06. O  07. X  08. O 

15.15. 정호승,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수특 088POVS 070P

01. X  02. O  03. O  04. X  05. O

06. O  07. X  08. X 

16.16.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수특 091POVS 076P

01. O  02. O  03. O  04. X  05. X

06. X  07. O  08.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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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기형도, 「홀린 사람」 수특 092POVS 082P

01. X  02. O  03. X  04. O  05. O

06. X  07. X  08. O 

18.18. 박남수, 「종소리」 수특 095POVS 088P

01. X  02. O  03. O  04. O  05. X

06. X  07. O  08. O 

19.19. 황인숙,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수특 095POVS 092P

01. O  02. X  03. X  04. O  05. O

06. X  07. O  08. O 

20.20. 황동규, 「풍장(風葬) 1」 수특 098POVS 098P

01. O  02. X  03. X  04. O  05. O

06. X  07. O  08. O 

21.21. 유하, 「빠삐용 - 영화 사회학」 수특 099POVS 104P

01. O  02. O  03. O  04. X  05. O

06. X  07. X  08. X 

22.22. 신경림,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

 수특 101POVS 108P

01. O  02. X  03. O  04. X  05. X

06. O  07. O  08. O 

23.23. 고재종, 「들길에서 마을로」 수특 101POVS 112P

01. O  02. O  03. X  04. X  05. X

06. O  07. O  08. O 

24.24.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수특 104POVS 118P

01. O  02. X  03. O  04. X  05. X

06. X  07. O  08. O 

25.25. 송수권, 「등꽃 아래서」 수특 104POVS 122P

01. O  02. O  03. X  04. O  05. X

06. O  07. O  08. O 

26.26. 서정주, 「무등을 보며」 수특 242POVS 126P

01. X  02. O  03. O  04. X  05. X

06. O  07. X  08. O 

27.27. 김광규, 「상행」 수특 247POVS 132P

01. X  02. O  03. X  04. O  05. X

06. O  07. X  08. O 

28.28. 박봉우, 「나비와 철조망」 수특 282POVS 138P

01. X  02. O  03. X  04. O  05. O

06. O  07. X  08. O 

29.29. 구상, 「초토의 시 8 - 적군 묘지 앞에서」

 수특 282POVS 142P

01. O  02. O  03. X  04. O  05. X

06. O  07. O  08. O 

30.30. 이용악, 「오랑캐꽃」 수특 298POVS 148P

01. O  02. O  03. X  04. O  05. O

06. X  07. O  08. O 

31.31. 김용택, 「섬진강 1」 수특 298POVS 152P

01. O  02. O  03. O  04. X  05. X

06. O  07. O  08. X 

32.32. 오장환, 「성탄제」 수특 313POVS 156P

01. O  02. O  03. O  04. O  05. O

06. X  07. O  08. O  09. O  10. O

33.33. 김선우, 「깨끗한 식사」 수특 314POVS 164P

01. O  02. X  03. O  04. O  05. X

06. O  07. O  08. O  09.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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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정지용, 「춘설(春雪)」 수특 009POVS 008P

01. O  02. O  03. X  04. X  05. O

06. O  07. O  08. X 

01.  정답 O

‘파릇한 새순 돋고’와 같은 표현을 통해 봄의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2.  정답 O

‘문 열자 선뜻!’, ‘아아 꿈같기에 설어라’ 등에서 영탄법과 화자의 정

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3.  정답 X

대구는 본 작품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04.  정답 X

‘흰 옷고름’과 같은 색채어는 사용되었으나, 이와 같은 색채어가 서

로 대비를 이루지는 않는다.

05.  정답 O

‘먼 산이 이마에 차라’와 같은 표현에서 시각의 촉각화를,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에서 시각의 후각화를 확인할 수 있다.

06.  정답 O

우선 ‘먼 산’, ‘흰 옷고름’ 등의 경치들의 이미지를 묘사한 뒤, ‘설어

라’, ‘춥고 싶어라’와 같은 정서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07.  정답 O

핫옷(겨울옷)을 벗고 싶다는 것은 봄이 왔으면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만, 도로 춥고 싶다는 것은 겨울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

서 이 구절에서 ‘봄’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08.  정답 X

‘꿈같기에 설어라’의 ‘설어라’는 서럽다, 낯설다와 같은 뜻으로 해석

될 수 있지만, 어느 뜻으로 해석되어도 긍정의 정서로 해석된다. 어

느 뜻으로 해석하더라도 이는 봄이 온 것을 반갑게 여기는 정서이

다. ‘서럽다’로 해석하면 겨울의 추위가 서럽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낯설다’로 해석하면 봄이 온 것이 낯설다라는 뜻으로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판적 태도는 적절치 않다. 

02.02. 김현승, 「눈물」 수특 031POVS 012P

01. O  02. O  03. X  04. O  05. O

06. O  07. X  08. O 

01.  정답 O

화자는 슬픔을 ‘당신’, 즉 신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동일시하며 이

를 종교적으로 승화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02.  정답 O

‘나아종’은 ‘나중’을 의도적으로 늘려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운율

감을 살리고 있다.

03.  정답 X

‘눈물’은 화자의 슬픔의 정서를 환기하지만 화자는 절대자를 따르고 

있다. 불만은 나타나지 않는다.

04.  정답 O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드는’ 것과 ‘나의 웃음’은 서로 대응되고, 

‘열매를 맺’는 것과 ‘눈물’을 짓는 것이 서로 대응되고 있다. 이와 같

이 ‘웃음’과 ‘꽃’을 통해 삶의 일시적 기쁨을 보여준다.

05.  정답 O

화자는 ‘~이고저’, ‘~주시다’ 등의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자의 겸허한 태도와 기원의 어조를 보이고 있다.

06.  정답 O

‘눈물’은 ‘열매’에 대응되고 있으며, 슬픔이 슬픔에서 끝나는 것이 아

닌 종교적 성취와 관련됐음을 보인다.

07.  정답 X

화자는 ‘이뿐!’이라고 단정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으나 자신의 자율적 

의지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08.  정답 O

‘흠도 티도, / 금 가지 않은’과 같은 표현에서 훼손되지 않은 눈물의 

순수함을 추구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03.03. 김승희, 「배꼽을 위한 시 5」 수특 035POVS 016P

01. O  02. O  03. O  04. O  05. X

06. X  07. O  08. X 

01.  정답 O

‘공양미 삼백 석’과 ‘인당수’는 고전 작품인 심청전과 연계하여 확인

할 수 있는 소재이다.

02.  정답 O

어머니와 나비를 호명하는 것과 그 뒤의 어투를 통해 말 건네는 방

식을 활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3.  정답 O

‘애벌레가 ~ 죄입니까?’와 ‘하나의 알이 ~ 죄일까요?’ 등에서 유사

한 통사구조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4.  정답 O

부모에게 구속받지 않고 ‘스스로 눈을 뜨고’, ‘여기 남아 책을 보겠

다’는 것에서 화자의 주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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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정답 X

화자는 ‘어머니’에게 희생하지 않기 위해 점자책을 사드리겠다는 것

이다. 이는 새로운 삶의 방법을 제시한 화자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06.  정답 X

청자는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나비나 어머니가 예찬의 대상

은 아니다.

07.  정답 O

‘애벌레’와 ‘알’은 아직 각각 ‘나비’와 ‘새’가 되지 못한 대상으로, 완

벽히 주체성을 갖지 못한 화자의 모습과 동일시된다.

08.  정답 X

‘죄입니까?’는 수사의문문으로 설의법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

는 것으로 봐야한다.

04.04. 김소월, 「님의 노래」 수특 074POVS 020P

01. O  02. X  03. O  04. O  05. O

06. O  07. X  08. O 

01.  정답 O

‘그리운/우리 님의/맑은 노래는’과 같이 3음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반복은 리듬감을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02.  정답 X

수미상관이 나타나지 않으며, 화자의 정서도 그리움에서 아쉬움과 

한으로 변화하였다.

03.  정답 O

‘고이도’와 ‘그만이나’에서 보조사 ‘-도’, ‘-이나’ 등을 활용하여 음수

율을 맞춰 운율감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4.  정답 O

‘고이도 흔들리는 ~ 깊이 들어요’와 ‘고적한 잠자리에 ~ 깊이 들어

요’에서 동일한 통사구조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화

자는 여기에 위로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5.  정답 O

‘맑은 노래’가 ‘젖어 있’다는 것에서 청각의 촉각화를 확인할 수 있다.

06.  정답 O

‘홀로 누워도’와 같은 시구에서 ‘님’이 현재 부재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화자가 님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리운’과 같은 시어에서 확

인할 수 있다.

07.  정답 X

‘잠’에서 깨었을 때, ‘님’의 부재가 환기되긴 하지만 화자가 잠 자체

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08.  정답 O

‘해 지고 저물도록’과 ‘밤들고 잠들도록’은 거의 모든 시간을 아우르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05.05. 한용운, 「수의 비밀」 수특 074POVS 024P

01. O  02. O  03. X  04. O  05. O

06. O  07. O  08. X 

01.  정답 O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고’에서 추

상적인 관념이 ‘금실’을 따라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이

미지로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2.  정답 O

‘나의 손때가 많이 묻’은 것은 화자가 오래도록 주머니를 만드는 행

위를 했기 때문이다.

03.  정답 X

화자는 임을 가만히 기다리기만 할 뿐, 이를 주체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04.  정답 O

화자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주머니의 수를 놓으며 그 때, ‘맑은 

노래’가 화자를 위로해준다. 따라서 화자는 수놓기를 통해 임의 부재

를 견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5.  정답 O

화자는 임의 부재에 괴로워하고 있다. 주머니의 완성은 곧 임의 부

재가 확정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머니의 완성을 미루고 있다.

06.  정답 O

‘주머니에 넣을 만한 보물이’ 없는 것은 임의 부재를 의미한다.

07.  정답 O

화자는 ‘-습니다.’, ‘-입니다.’ 등과 같은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하는 한편 경건한 분위기를 만드는 역

할을 한다.

08.  정답 X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에서 역설적 표현은 확인할 수 있으나 

화자가 ‘임’을 원망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06.06. 박목월, 「윤사월」 수특 076POVS 028P

01. X  02. X  03. O  04. O  05. O

06. X  07. O  08. X 

01.  정답 X

‘송홧가루 날리는’에서 ‘송홧가루’가 가진 노랑의 색채 이미지를 찾

아볼 수 있다. 

02.  정답 X

‘외딴 봉우리’와 ‘외딴집’은 모두 ‘눈먼 처녀’가 처한 외로운 상황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것이 ‘화자’의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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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OVS / 수특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희덕 118 / 104

「깨끗한 식사」

김선우 164 / 314

「꽃」

이육사 048 / 082

「꽃덤불」

신석정 062 / 086

ㄴ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황인숙 092 / 095

「나비와 철조망」

박봉우 138 / 282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신동엽 076 / 091

「눈물」

김현승 012 / 031

「님의 노래」

김소월 020 / 074

ㄷ 

「두보(杜甫)나 이백(李白)같이」

백석 036 / 078

「들길에서 마을로」

고재종 112 / 101

「등꽃 아래서」

송수권 122 / 104

ㅁ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고정희 042 / 079

「무등을 보며」

서정주 126 / 242

ㅂ 

「배꼽을 위한 연가 5」

김승희 016 / 035

「빠삐용 - 영화 사회학」

유하 104 / 099

ㅅ 

「사령(死靈)」

김수영 066 / 088

「산상(山上)의 노래」

조지훈 056 / 085

「상행」

김광규 132 / 247

「섬진강 1」

김용택 152 / 298

「성탄제」

오장환 156 / 313

「수(繡)의 비밀」

한용운 024 / 074

ㅇ 

「오랑캐꽃」

이용악 148 / 298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

신경림 108 / 101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정호승 070 / 088

「윤사월」

박목월 028 / 076

ㅈ 

「자화상」

윤동주 032 / 076

「종소리」

박남수 088 / 095

ㅊ 

「초토의 시 8 - 적군 묘지 앞에서」

구상 142 / 282

「춘설(春雪)」

정지용 008 / 009

ㅍ 

「풍장(風葬) 1」

황동규 098 / 098

ㅎ 

「한계령을 위한 연가」

문정희 052 / 082

「홀린 사람」

기형도 082 / 092

작품으로
찾아보기

PART 1 현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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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OVS / 수특

「가마귀 가마귀 좃」

작자 미상 330 / 236

「가마귀 검다 고」

작자 미상 322 / 235

 「가마귀 호는 골에」

작자 미상 318 / 235

「갑민가(甲民歌)」

작자 미상 248 / 061

「구지가(龜旨歌)」

작자 미상 188 / 042

「꽃샘바람[妬花風(투화풍)]」

이규보 192 / 042

ㄴ 

「나무도 바히 돌도 업슨 뫼헤」

작자 미상 226 / 052

「노처녀가(老處女歌)」

작자 미상 352 / 305 

「논매기 노래」

작자 미상 300 / 221

「뉘라셔 가마귀를 검고」

박효관 326 / 235

「님이 오마 거」

작자 미상 222 / 052

ㄷ 

「동동(動動)」

작자 미상 196 / 044

ㅁ 

「만언사(萬言詞)」

안도환  238 / 057

「만흥(漫興)」

윤선도 216 / 049

「묏버들 갈 것거」

홍랑 212 / 047

ㅂ 

「백사장(白沙場) 홍료변(紅蓼邊)에」

작자 미상 334 / 236

「보리타작[打麥行(타맥행)]」

정약용 290 / 220

ㅅ 

「사미인곡(思美人曲)」

정철 230 / 054

「선인교(仙人橋) 나린 물이」

정도전 184 / 038

「시시 흐르는 골에」

신희문 208 / 047

ㅇ 

「야청도의성(夜聽擣擣衣聲)」

양태사 284 / 071

「어이 못 오던다 무슴 일로 못 오던다」

작자 미상 306 / 225

「오백 년(五百年) 도읍지(都邑地)를」

길재 180 / 038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정인지 외 314 / 232

「이화(梨花)에 월백(月白)고」

이조년 204 / 047

ㅈ 

「저곡전가팔곡(楮谷田家八曲)」

이휘일 294 / 220

「정석가(鄭石歌)」

작자 미상 170 / 012

「정선 아리랑」

작자 미상 274 / 068

「정읍사(井邑詞)」

어느 행상인의 아내 310 / 228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

최치원 280 / 071

「집장가(執杖歌)」

작자 미상 262 / 065

ㅎ 

「해가(海歌)」

작자 미상 342 / 276

「헌화가(獻花歌)」

노옹 338 / 276

「형장가(刑杖歌)」

작자 미상 268 / 065

「훈계자손가(訓戒子孫歌)」

김상용 346 / 289

「흥망(興亡)이 유수(有數)니」

원천석 176 / 038

PART 2 고전시가



저자 유대종, 강세진, 임명훈

편집 및 검토 유한나, 유효진, 홍진표, 정원섭, 임권의,

       김상욱, 박한울, 김인규, 오태범, 정인우 

발행 큰울림 국어연구소 / 디자인 황현지, 김윤화 / 인쇄 블루미디어

1쇄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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