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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언어와 매체

35.� 정답 :� 4

� � � � 해설 :� ㄹ에서 음절을 구분하는 기준을 발음이라고 했으므로 '목'과 '몫'은 같은 음절의 유형으로 보아야 

하므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36.� 정답 :� 2

� � � � 해설 :� [A]에서는 음절 구조 제약과는 무관한 음운 변동으로 'ㄴ' 첨가를 예로 들고 있다. <보기>의 b는 

ㅅ이 ㄷ으로 바뀌는 교체와 ㄷ이 뒤에 나오는 ㅁ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교체되는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두 번 일어나고 있다. 'ㄴ' 첨가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음절 구조제약과 무관한 교체

가 한 번 일어난다고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37.� 정답 :� 4

� � � � 해설 :�ㄹ의 '밀치다'는 밀다에 강세접미사 '치'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파생어이고, '깨뜨리다'는 깨다에 강조

를 나타내는 접미사 '뜨리다'가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사동사가 아니다. 따라서 4번이 적절하지 않

다. 

38.� 정답 :� 5

� � � � 해설 :� <보기>에서 제시된 조건은 안긴 문장에서 객체높임의 대상이 목적어로 실현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안긴 문장에서 객체높임이 실현된 것은 4,5번이고, 그 중 4번은 객체높임의 대상인 할머니에 '

께'가 붙어 부사어로 실현 되고 있고, 5번에서는 객체높임  '찾아뵈려던'의 대상인 '선생님'이 목적어

로 실현되고 있으므로 5번이 적절하다. 1~3번의 안긴문장은 모두 주체높임으로 실현되고 있다. 

39.� 정답 :� 1

� � � � 해설 :�ㄱ에서는 달+이 형태로, 자음으로 끝난 명사 뒤에 주격조사 '이'가 쓰인 후 이어적기 표기로 사용

된 것이므로 ㄱ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40.� 정답 :� 2

� � � � 해설 :� �카드 1,2,3의 경우 통계의 출처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2번의 내용이 적절하다.

 

41.� 정답 :� 3

� � � � 해설 :� 카드3의 내용은 청소년의 사회참여가 어려운 이유로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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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답 :� 3

� � � � 해설 :� �ㄷ에서 '여'를 사용하여 앞절의 내용이 이유이고 뒤 절의 내용이 결과임을 나타내므로 거꾸로 된 

내용으로 만들어진 3번이 적절하지 않다. 

43.� 정답 :� 5

� � � � 해설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카드B를 활용한 5번의 내용이 적절하다. 

44.� 정답 :� 5

� � � � 해설 :�제작자가 독자들이 제안한 사연으로 제작하기 위해 빈칸의 내용을 공모하고 있으므로, 질문과 답으

로 구성 된다는 5번 선택지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 

45.� 정답 :� 2

� � � � 해설 :�화면을 세로로 분할한 이유는 친구의 모습과 본인의 모습을 비교하여 나타내기 위한 것이므로 한 

인물이 겪는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라는 2번이 적절하지 않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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