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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과목� � 언어와�매체

35.� 정답� :� � ③

� � � � 해설� :� ‘뒤돌다’는� 명사� ‘뒤’와� 동사� ‘돌다’가� 부사어와� 서술어의� 관계(‘뒤로� 돌다.’)를� 보여� 주므로� ㉢과� 동일한� 유형의� 합성�

용언이다.

<오답� 풀이>

①　값싸다:� 값이� 싸다.

②　눈부시다:� 눈이� 부시다.

④　밤새우다:� 밤을� 새우다

⑤　앞서다:� 앞에� 서다‘

36.� 정답� :� ③

� � � � 해설� :� ‘담쌓다’는� ‘관계나� 인연을� 끊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고,� ‘야식과’라는�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오답� 풀이>

①　‘목마르다’는� ‘어떠한� 것을� 간절히� 원하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고,� ‘깨달음에’라는�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②　‘점찍다’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또는� 어느�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정하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고,� ‘이� 과자를’이

라는� 목적어와� ‘간식으로’라는�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④　‘녹슬다’는� ‘오랫동안� 쓰지� 않고� 버려두어� 낡거나� 무디어지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⑤　‘눈뜨다’는� ‘잘� 알지� 못했던� 이치나� 원리� 따위를� 깨달아� 알게� 되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고,� ‘최신� 이론에’라는�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37.� 정답� :� � ④

� � � � 해설� :� ‘가셨겠구나’는� 어간� ‘가시’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겠’,� 그리고� 감탄의�

뜻이� 수반되는� 종결� 어미� ‘구나’가� 사용되었다.

※가시다

어떤� 상태가� 없어지거나� 달라지다.(여기서� ‘시’는� 어간의� 일부이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즐거우셨길:� 즐겁(어간)+으시(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었(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기(명사형� 전성� 어미)+ㄹ(목적격�

조사)

②　샜을:� 새(어간)+었(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을(관형사형� 전성� 어미)

③　번거로우시겠지만:� 번거롭(어간)+으시(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겠(선어말� 어미)+지만(연결� 어미)

⑤　다다른:� 다다르(어간)+ㄴ(관형사형� 전성� 어미)

38.� 정답� :� ⑤

� � � � 해설� :� ㉠� 고요하다:� 형용사� � � � � /� � � � ㉡� 비:� 무정물

<오답� 풀이>

①　㉠� 발달하다:� 동사� � � � /� � � � ㉡� 옷:� 무정물

②　㉠� 어렵다:� 형용사� � � � /� � � � ㉡� 저:� 유정물�

③　㉠� 궁금하다:� 형용사� � � � /� � � � ㉡� 동생:� 유정물

④　㉠� 놀라다:� 동사� � � � /� � � � ㉡� 물질:� 무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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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정답� :� ④

� � � � 해설� :� ‘겉늙다’는� ‘[걷늑다]→[건늑따]’로� 발음이� 변한다.� ‘겉’의� ‘ㅌ’이� ‘ㄷ’으로� 바뀐(음절의� 끝소리� 규칙)� 후,� ‘ㄷ’이� ‘ㄴ’의�

영향으로� 다시� ‘ㄴ’으로� 바뀌었다(비음화� 현상).�

<오답� 풀이>

①　‘밖만’은� ‘[박만]→[방만]’으로� 발음이� 변한다.� ‘밖’의� ‘ㄲ’이� ‘ㄱ’으로� 바뀐(음절의� 끝소리� 규칙)� 후,� ‘ㅁ’의� 영향으로� 다시�

‘ㅇ’으로� 바뀌었다(비음화� 현상).

②　‘폭넓다’는� ‘[폭널다]→[퐁널따]’로� 발음이� 변한다.� ‘폭’의� ‘ㄱ’이� ‘ㄴ’의� 영향으로� ‘ㅇ’으로� 바뀌는� 것(비음화� 현상)은� ‘넓’

의� ‘ㄼ’이� ‘ㄹ’로� 변하는� 자음군� 단순화와� 관련이� 없다.�

③　‘값만’은� ‘[갑만]→[감만]’으로� 발음이� 변한다.� ‘값’의� ‘ㅄ이’� ‘ㅂ’으로� 바뀐(자음군� 단순화)� 후,� ‘ㅁ’의� 영향으로� 다시� ‘ㅁ’으

로� 바뀌었다(비음화� 현상)

⑤　호박잎은� ‘[호박닙]→[호방닙]’으로� 발음이� 변한다.� ‘박’의� ‘ㄱ’이� ‘ㅇ’으로� 바뀌는� 것은� ‘잎’의� ‘ㅍ’이� ‘ㅂ’으로� 바뀌는� 것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는� 관련이� 없다.� 다만� ‘ㄴ� 첨가’가� 이루어진� ‘닙’의� ‘ㄴ’으로� 인해� ‘박’의� ‘ㄱ’이� ‘ㅇ’으로� 바뀐� 것(비

음화� 현상)이다.

� � � � � � � �

40.� 정답� :� ⑤　

� � � � 해설� :� ㉤의� 결과가� 버스� 광고의� 제작� 기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확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본문� 어디에도� 버스�

광고의� 제작� 기간과�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41.� 정답� :� ②

� � � � 해설� :� ‘화면� 2’에서� 버스� 내․외부� 광고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장� 광고도� 반복� 노출�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버스� 정류장�

광고가� 반복� 노출� 효과가� 없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2.� 정답� :� ②

� � � � 해설� :� ‘보이다’는� 동사� ‘보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은� 피동사이다(주어:� 게임� 광고).� 그러므로� 젊은� 층의� 게임� 광고� 수

용에� 대한� 자발적�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3.� 정답� :� ①

� � � � 해설� :� (가)에서� ‘시간� 관계상� 하나만� 읽어� 드릴게요.’라는� 부분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을� 고려하여�

정보의� 양을� 조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상우’,� ‘민지’,� ‘보미’� 등� 세� 사람이� 서로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라고� 할� 수� 없다.

③� (가)에서는� 대화� 목적에� 따라� 또� 다른� 온라인� 대화� 공간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④� (나)에서는� 음성� 언어(말)에� 음향을� 결합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

⑤� (가)와� (나)� 모두� 정보� 생산자가� 정보� 수용자의� 반응에� 따라� 정보� 제시� 순서를� 바꾸고� 있지� 않다.

44.� 정답� :� ③

� � � � 해설� :� ㉢은� ‘민지’가� 자신의� 생각대로� 해도� 될지를� 묻는� 것이므로� ‘상우’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5.� 정답� :� ①

� � � � 해설� :� ‘상우’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대화를� 보면� ‘~교문에서� 운동장까지� 꽤� 머니까� 네가� 운동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빼

고� 찍자.’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온다.� 이로� 보아� 교문에서부터� 운동장까지� 끊지� 않고� 촬영한다는� 것은� 영상� 제작�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