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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s to candidates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Write a literary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20 marks].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Rédigez un commentaire littér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examen est de [20 point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Escriba un comentario literario sobre un solo pasaje.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20 puntos].

2 hours / 2 heures / 2 horas

Monday 9 November 2015 (afternoon)
Lundi 9 novembre 2015 (après-midi)
Lunes 9 de noviembre de 2015 (tarde)

8815 –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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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를 골라 문학적으로 해설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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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재 손 칠복(孫七福)이가 고향을 떠난 지 삼 년 만에 미쳐서 돌아와, 징을 두 
들기며 댐을 막은 뒤부터 밀려드는 낚시꾼들을 쫓아 댔다.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징을 두들기는 칠복이의 모습은 나무 탈을 쓴 도깨비 
같다고들 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고향을 잃은 서러움, 아내를 빼앗긴 원한 
때문이라고들 했다.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고향에 여섯 살 난 딸 아이를 업고 불쑥 바람처럼 
나타난 그는, 물에 잠겨 버린 지 삼 년째가 되는 방울재 뒷동산 각시바위에, 댕돌같이 
앉아서는 목이 터져라고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대는가 하면 혼자서 
고개를 끄덕거려 가며 오순도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중얼거리다가도, 불컥 
고개를 쳐들어 하늘을 찔러 보고, 창자가 등뼈에 달라붙도록 큰 소리로 웃어대고, 
느닷없이 징을 두들기며 겅중겅중 도깨비춤을 추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의 성질이 염병을 앓아 귀머거리가 된 사람처럼 
물렁해지고, 바보처럼 느물느물해진 거였다.  황소같이 힘이 세고 성깔이 왁살스럽던 
그는, 도깨비 춤추듯 징을 두들기다가도 방울재 사람들이 쫓아와서 한 마디만 질러 대도 
슬그머니 징 채를 감추고 목을 움츠리는 거였다.
 “덕칠아, 봉구야, 싸게싸게 갈치배미* 나락 베러 가자.”
 징 징 징——징 징 징 —— (중략)
 새로 생긴 방울재 매운탕 집들 앞으로는 아카시아 숲이 희움하게 울타리처럼 
둘러쳐져 있고, 아카시아 숲 너머로는 호남 고속 도로와 연결되는 좁장한 신작로가 
뻗쳐 들어오고, 그 길을 따라 낚시꾼들이 타고 온 자가용 차들이 집 둘레 여기저기에 
번쩍번쩍 햇빛을 쪼개어 날렸다.  봉구의 눈에는 모든 것이 슬프고 어쭙잖게만 보였다.
 말이 보상금이지, 보상가격을 책정해 놓고도 일이 년 뒤에야 지불을 받고 보니, 
이미 인근 농토값은 몇 배로 뛰어올라 대토(代土) 잡기에 어려웠고, 도회지로 나가서 
살자 해도 전세방을 얻고 나면 자전거 하나 사기도 힘든지라, 아무 짓도 못 하고 
솔래솔래 곶감 꼬치 빼먹듯 하다가는 두 손바닥 탈탈 털고 영락없이 알거지가 되고 만 
집이 어디 한두 사람인가.
 봉구 그 자신도 보상금 받아 가지고 읍에 나가서 버스 정류장 옆에 가게를 
얻어 쌀집을 냈으나 어찌 된 셈인지 남는 것은 없고 옴니암니 본전만 까먹게 되어 
전세돈이나마 가까스로 건져 다시 방울재로 돌아오지 않았는가.
 “지붕 위에서 낚시질을 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합니다.”
 빨간 모자 낚시꾼은 뚜벅뚜벅 곧잘 말을 걸어 왔다.
 “사람들꺼정 한꺼븐에 잼겨 뿐 거이 더 마음 아프구먼유.”
 “누가 빠져 죽었나요?”
 “죽은 거나 매한가지라우.  수십 년 동안 얼굴을 맞대고 정 붙이고 살어온 방울재 
사람들을 시방 어디에 가서 찾을 겁니까유.  살아 남은 사람들은 몇 집 안 되지라우.”
 “예끼 여보슈, 또 무슨 소리라구!”
 “선생님들은 우리 속 몰라유.”
 “땜이 원망스럽겠군요.”
 “으째서유?”
 “고향을 삼켜 버렸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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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디가유.  아무리 배우지는 못혔어도 우리가 그러키 앞뒤 꽉 맥힌 
멍충이들이란가유?  땜이 생겨서 많은 농민덜이 가뭄 모르고 농사 잘 짓는 거이 을매나 
잘 헌 일인가유?  우리도 그 정도는 압니다유.”
 “그렇다면 됐읍니다.”
 “그래도 고향이 없어져 뿔고 정든 사람덜이 뿔뿔이 풍지 박산 되야 뿐졌는디 
으찌…….”
 “딱하게 됐읍니다.”
 “그라니께 우리는 뿌리 없는 나무여라우.  우리헌티 땅이 있소, 기술이 있소?”
 빨간 모자가 대꾸를 해 주지 않자, 봉구는 고개를 들어 다시 매운탕 집들 위로 
내리뻗은 고속 도로를 바라보았다.  자동차들이 바람처럼 쌩쌩 내달았다.

문순태 <창작과 비평> (1978)

* 갈치배미: 갈치처럼 길쭉하게 생긴 논의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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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새장을 하나 샀다
그것은 가죽으로 만든 것이다
날뛰는 내 발을 집어넣기 위해 만든 작은 감옥이었던 것

처음 그것은 발에 너무 컸다
한동안 덜그럭거리는 감옥을 끌고 다녀야 했으니
감옥은 작아져야 한다
새가 날 때 구두를 감추듯

새장에 모자나 구름을 집어넣어본다
그러나 그들은 언덕을 잊고 보리 이랑을 세지 않으며 날지 않는다
새장에는 조그만 먹이통과 구멍이 있다
그것이 새장을 아름답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오늘 새 구두를 샀다
그것은 구름 위에 올려져 있다
내 구두는 아직 물에 젖지 않은 한 척의 배,

한때는 속박이었고 또 한때는 제멋대로였던 삶의 한켠에서
나는 가끔씩 늙고 고집 센 내 발을 위로하는 것이다
오래 쓰다 버린 낡은 목욕통 같은 구두를 벗고
새의 육체 속에 발을 집어넣어보는 것이다

송찬호 <10년 동안의 빈 의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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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s to candidates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Write a guided literary analysis on one passage only.  In your answer you must address both of 

the guiding questions provided.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20 marks].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Rédigez une analyse littéraire dirigée d’un seul des passages.  Les deux questions d’orientation 

fournies doivent être traitées dans votre réponse.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examen est de [20 point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Escriba un análisis literario guiado sobre un solo pasaje.  Debe abordar las dos preguntas de 

orientación en su respuesta.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20 puntos].

1 hour 30 minutes / 1 heure 30 minutes / 1 hora 30 minutos

Monday 9 November 2015 (afternoon)
Lundi 9 novembre 2015 (après-midi)
Lunes 9 de noviembre de 2015 (tarde)

8815 –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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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제시문을 골라 문학적으로 분석하시오.  분석에는 제시된 질문의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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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룩시장에 나온 상품들은 백화점의 상품과는 달리, 가정에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물품이거나 보관품들이 많아 세월의 손때가 묻은 것들이다.
 나는 촛대를 보면 문득 사고 싶다.
 목재, 금속재의 촛대는 장식과 조각도 다양하지만, 나로 하여금 촛불 속으로 
인도한다.  누구와 함께 있기 위해 밝혀졌을까.  촛대가 놓여 있는 자리가 어디일지 
몰라도, 촛불이 켜짐으로써 밤과 사색의 한 중심점이 되었을 것이다.  촛불이 타는 밤에, 
촛불을 켠 이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본다.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과 사랑했지만 이별하여 가슴에 남아 있는 사람을 생각한다.  촛대를 보면 마음 속 
깊이 감추어 둔 눈물샘에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고, 샘솟을 수 있음을 느낀다.  촛불처럼 
뜨거운 눈물이다.
 순백의 초로 영혼의 뼈와 살을 다 태워 사랑의 제전에 한 줄기 빛을 바치고 싶을 
때가 있다. 마음의 한 복판에 사색의 심지를 돋우고 다시금 촛불을 켜고 싶다.  은밀히 
영혼의 이마를 맞대고 싶은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
 붓을 보면 사고 싶어진다.
 희고 부드러운 큰 붓으로 듬뿍 먹물을 묻혀, 화선지 위에 일필휘지하고 싶다.  
나는 서예에 조예가 없어 붓을 들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일생의 명상과 정신을 
뭉뚱그려 한 구절 멋들어지게 써 보고 싶다.
 단 몇 자로 주저없이 일생의 체험과 감정을 축약해 놓고 싶다.  부드러운 붓으로 
심오하게, 깨달음의 아름다움을 남겨 놓길 바란다.  붓을 보며 인생과 서예의 경지가 
없어 안타까워 하지만, 벽에 걸어 놓고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글을 써고픈 마음을 
일으킨다. 
 다기茶器를 보면 슬그머니 사고 싶어진다.
 집에 벗님이나 손님이 오면 내 마음에 드는 찻잔으로 함께 차를 마시고 싶다.  
하동 화계에서 나는 ‘우전차雨前茶’를 드는 것만으로도 지리산 만년 명상과 만날 수 
있지 않는가.  청산靑山의 명상에 입맞추며 차를 마시는 일은 영원과 마주 앉는 일이다.
 다기는 화려하거나 섬세한 장식미를 지닌 것보다, 단순하면서도 오묘하고, 
담담하면서도 깊은 맛이 풍기는 것을 갖고 싶다.  좋은 찻잔은 가마에서 구워 낸 
그대로가 아니라, 마음이 맑아 향기로운 이가 오랜 세월 차를 마시며 만지는 동안, 
갈수록 고결한 인품과 마음이 묻어서 점점 심오해지고 신비로워진 것이다.  찻잔은 
주인에 의해서 깊이와 멋을 갖게 되므로, 명인이 연주하면 어느새 좋은 악기가 되는 
이치와 다름없다.  찻잔을 보면 마음의 경지와 세상 사는 법을 생각하게 한다.
 목관악기를 보면 불현 듯 갖고 싶어진다.
 피리, 대금 등을 불 줄 모르건만 마음만으로 한없이 불어보고 싶다.  달밤에 
호젓이 강가로 나가, 영원의 하늘을 향해 불어보고 싶다.  비록 소리를 내진 못해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악상을 풀어, 멀리멀리 누구에게라도 다가가 교감하고 싶다.
 목관악기를 잘 불려면, 얼마나 마음이 깊고 넓어야 하는가를 생각한다.  순간에 
퍼져 나간 가락이 영원에 닿기 위해서는 득음得音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  들숨 날숨이 
하늘과 땅에 닿아야, 가락이 깨달음과 영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처지와 경지도 모르면서 물욕을 드러내는 꼴이 주책스럽고 우습기만 하다.

정목일 <내가 갖고 싶은 것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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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작가의 태도와 그것이 읽는 이에게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나) 이 작품에 사용된 열거법의 사용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것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여하는지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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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그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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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그륵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륵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륵이다
물을 담아 오신 어머니의 그륵을 앞에 두고
그륵, 그륵 중얼거려보면
그륵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륵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륵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륵의 물은 다르다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무릇 시인이라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있도록 불러 주어야 하는데
두툼한 개정판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정일근 <가족> (2004)

(가) 이 시에서 시적 화자의 어머니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나) 이 시에서 그륵과 시적 화자가 쓰고 싶은 시와의 연관성은 무엇이고, 이 연관성은 
어떠한 표현 방법을 통해 전개되는가?



N15/1/AXKOR/HP2/KOR/TZ0/XX

Korean A: literature – Higher level – Paper 2
Coréen A : littérature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2
Coreano A: literatura – Nivel superior – Prueba 2

©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20153 pages/páginas

Instructions to candidates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Answer one essay question only.  You must base your answer on at least two of the part 3 

works you have studied and compare and contrast these works in response to the question.  
Answers which are not based on a discussion of at least two part 3 works will not score  
high marks.

	You are not permitted to bring copies of the works you have studied into the examination room.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25 marks].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Traitez un seul sujet de composition.  En basant votre réponse sur au moins deux des œuvres 

de la troisième partie que vous avez étudiées, vous devez comparer et opposer ces œuvres 
dans le cadre du sujet.  Les réponses qui ne sont pas basées sur au moins deux des œuvres 
de la troisième partie n’obtiendront pas une note élevée.

	Vous n’êtes pas autorisé(e) à apporter des exemplaires des œuvres que vous avez étudiées 
dans la salle d’examen.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examen est de [25 point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Conteste una sola pregunta de redacción.  Base su respuesta en al menos dos de las obras 

estudiadas de la parte 3, comparándolas y contrastándolas en relación con la pregunta.  
Las respuestas que no se basen en al menos dos obras de la parte 3 no recibirán una 
puntuación alta.

	No está permitido traer copias de las obras estudiadas a la sala de examen.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25 puntos].

2 hours / 2 heures / 2 horas

Tuesday 10 November 2015 (morning)
Mardi 10 novembre 2015 (matin)
Martes 10 de noviembre de 2015 (mañana)

8815 –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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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제 중 한가지를 골라 답하시오.  공부했던 제 3 부에서 적어도 두 작품을 토대로 답하시오.  
두 작품을 비교 분석하시오.  제 3 부의 두 작품을 토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장편소설

1. 많은 경우, 소설의 시작은 글의 전개에 있어 상당히 깊은 뜻을 지니고 있다.  시작 부분을 
포함한 소설의 도입부가 가지는 효과에 대해서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작품의 장편 소설을 
예로 들어 비교, 대조하시오.

2. 자연 현상이나 자연 환경의 배경은 소설의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이렇게 조성된 
분위기가 소설의 주제와 어떻게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지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작품의 장편 
소설을 예로 들어 비교, 대조하시오.

3.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작품의 장편 소설에서 개성적인 주변 인물의 성격이 주인공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대조하시오. 

중단편소설

4.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추측과 예견을 필요로 하는 암시의 기능이 소설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드러나는지 공부했던 적어도 두 중단편소설을 예로 들어 비교, 대조하시오.

5. 중단편소설은 교훈을 전달하는데 있어 효과적이라 생각하는가?  공부했던 적어도 두 
중단편소설에서 전달하고 있는 교훈이 소개되고 전개되는 방식을 비교, 대조하시오.

6. 소설에서 작가 특유의 어조가 사건 전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그것이 독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지 공부했던 적어도 두 중단편소설을 예로 들어 비교, 대조하시오.  

시

7. 공부했던 적어도 두 시에서 시어, 이미지, 소리 등의 반복적 사용과 그 효과를 비교, 
대조하시오.

8. 시적 화자의 어조가 어떻게 시의 분위기를 조성하는지 공부했던 적어도 두 시를 예로 들어 
비교, 대조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논하시오. 

9. 공부했던 적어도 두 시에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어떻게 공간이나 장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비교, 대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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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곡

10.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작품의 희곡에서 희극과 비극의 사용과 그 효과를 비교, 대조하시오.

11.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작품의 희곡에서 폭력이 말이나 행동 또는 구성상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그 효과를 비교, 대조하시오. 

12.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작품의 희곡에서 여러 등장인물의 성격을 구축하는 작가의 서술 
방법을 밝히고 독자나 청중에게 의도한 효과는 무엇인지 비교, 대조하시오. 

수필

13.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작품의 수필에서 비평적인 태도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비교, 대조하시오.

14. 일상을 다루는 수필에서 작가는 어떻게 평범한 것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아내는지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작품의 수필을 예로 들어 비교, 대조하시오. 

15.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작품의 수필에서 작가의 형식과 문체적 선택이 얼마나 객관성 확립에 
기여하는지 비교와 대조를 통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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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s to candidates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Answer one essay question only.  You must base your answer on at least two of the part 3 

works you have studied and compare and contrast these works in response to the question.  
Answers which are not based on a discussion of at least two part 3 works will not score  
high marks.

	You are not permitted to bring copies of the works you have studied into the examination room.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25 marks].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Traitez un seul sujet de composition.  En basant votre réponse sur au moins deux des œuvres 

de la troisième partie que vous avez étudiées, vous devez comparer et opposer ces œuvres 
dans le cadre du sujet.  Les réponses qui ne sont pas basées sur au moins deux des œuvres 
de la troisième partie n’obtiendront pas une note élevée.

	Vous n’êtes pas autorisé(e) à apporter des exemplaires des œuvres que vous avez étudiées 
dans la salle d’examen.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examen est de [25 point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Conteste una sola pregunta de redacción.  Base su respuesta en al menos dos de las obras 

estudiadas de la parte 3, comparándolas y contrastándolas en relación con la pregunta.   
Las respuestas que no se basen en al menos dos obras de la parte 3 no recibirán una 
puntuación alta.

	No está permitido traer copias de las obras estudiadas a la sala de examen.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25 puntos].

1 hour 30 minutes / 1 heure 30 minutes / 1 hora 30 minutos

Tuesday 10 November 2015 (morning)
Mardi 10 novembre 2015 (matin)
Martes 10 de noviembre de 2015 (mañana)

8815 – 0120



N15/1/AXKOR/SP2/KOR/TZ0/XX– 2 –

다음 문제 중 한가지를 골라 답하시오.  공부했던 제 3 부에서 적어도 두 작품을 토대로 답하시오.  
두 작품을 비교 분석하시오.  제 3 부의 두 작품을 토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장편소설

1. 많은 경우, 소설의 시작은 글의 전개에 있어 상당히 깊은 뜻을 지니고 있다.  시작 부분을 
포함한 소설의 도입부가 가지는 효과에 대해서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작품의 장편 소설을 
예로 들어 비교, 대조하시오.

2. 자연 현상이나 자연 환경의 배경은 소설의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이렇게 조성된 
분위기가 소설의 주제와 어떻게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지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작품의 장편 
소설을 예로 들어 비교, 대조하시오.

3.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작품의 장편 소설에서 개성적인 주변 인물의 성격이 주인공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대조하시오. 

중단편소설

4.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추측과 예견을 필요로 하는 암시의 기능이 소설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드러나는지 공부했던 적어도 두 중단편소설을 예로 들어 비교, 대조하시오.

5. 중단편소설은 교훈을 전달하는데 있어 효과적이라 생각하는가?  공부했던 적어도 두 
중단편소설에서 전달하고 있는 교훈이 소개되고 전개되는 방식을 비교, 대조하시오.

6. 소설에서 작가 특유의 어조가 사건 전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그것이 독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지 공부했던 적어도 두 중단편소설을 예로 들어 비교, 대조하시오.  

시

7. 공부했던 적어도 두 시에서 시어, 이미지, 소리 등의 반복적 사용과 그 효과를 비교, 
대조하시오.

8. 시적 화자의 어조가 어떻게 시의 분위기를 조성하는지 공부했던 적어도 두 시를 예로 들어 
비교, 대조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논하시오. 

9. 공부했던 적어도 두 시에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어떻게 공간이나 장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비교, 대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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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작품의 희곡에서 희극과 비극의 사용과 그 효과를 비교, 대조하시오.

11.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작품의 희곡에서 폭력이 말이나 행동 또는 구성상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그 효과를 비교, 대조하시오. 

12.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작품의 희곡에서 여러 등장인물의 성격을 구축하는 작가의 서술 
방법을 밝히고 독자나 청중에게 의도한 효과는 무엇인지 비교, 대조하시오. 

수필

13.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작품의 수필에서 비평적인 태도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비교, 대조하시오.

14. 일상을 다루는 수필에서 작가는 어떻게 평범한 것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아내는지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작품의 수필을 예로 들어 비교, 대조하시오. 

15.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작품의 수필에서 작가의 형식과 문체적 선택이 얼마나 객관성 확립에 
기여하는지 비교와 대조를 통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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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s to candidates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Write a literary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20 marks].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Rédigez un commentaire littér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examen est de [20 point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Escriba un comentario literario sobre un solo pasaje.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20 puntos].

2 hours / 2 heures / 2 horas

Friday 4 November 2016 (afternoon)
Vendredi 4 novembre 2016 (après-midi)
Viernes 4 de noviembre de 2016 (tarde)

8816 –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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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를 골라 문학적으로 해설하시오:

1.

회복하는 인간

5

10

15

20

25

30

그녀의 눈은 맑고 깊었다.  목이 길고 쇄골이 가냘펐다.  손톱과 발톱은 사철 곱게 
손질되었고, 여름날이면 샌들의 가죽 끈 사이로 드러난 작은 발이 아련했다.  당신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녀는 당신을 괜찮은 레스토랑에 데려갔다.  나이프와 포크 쓰는 
법을 알려주고는 조그만 하트 모양의 18k 펜던트를 선물했다.  이렇게 줄이 짧은 
목걸이는 꼭 금이어야 해, 라고 그녀는 진지하게 충고했다.  은이나 구리 같은 건 안돼.  
스스로 값을 떨어뜨리는 거야.

활짝 웃으며 그녀는 말을 이었다.
우리 집 여자들은 눈꺼풀이 얇아서 쌍꺼풀 수술은 안해도 돼.  그런데 너는 앞트임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  훨씬 눈매가 시원해질 것 같아.
레스토랑을 나온 당신은 그녀가 이끄는 대로 알 만한 브랜드의 상점들을 

순례했지만, 끝내 그녀가 권하는 옷을 사지 않아 그녀를 서운하게 만들었다.  비스듬히 
세워져 다리가 유난히 길어 보이는 전면거울 속에서, 그녀가 선물한 조그만 펜던트가 
당신의 목 위로 반짝였다.  당신은 계속해서 고개를 흔들며 아니야, 라고 말했다.  이런 
건 내 취향이 아니라니까.

그해가 지나가기 전에, 당신은 늦은 밤 그녀의 방에서 물었다.  난 정말 모르겠어, 
사람들이 어떻게 통념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삶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당신에게 등을 돌린 채 화장을 지우고 있던 그녀의 얼굴이 거울 속에서 얼핏 
어두워졌다.  거울을 통해 당신의 눈을 마주 보며 그녀는 대꾸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하지만 그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통념 뒤에 숨을 수 
있어서.

그때 당신은 그녀를 이해한다고 느꼈다.  여러 겹 얇고 흰 커튼 속의 형상을 
짐작하듯 어렴풋하게.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애가 아니었다.  다만 가장 안전한 
곳, 거북과 달팽이들의 고요한 껍데기 집, 사과 속의 깊고 단단한 씨방 같은 장소를 
원하는 것뿐이었다.

*

그녀가 아이를 갖기 위해 십 년 가까이 쏟아부은 노력들을 당신은 어머니로부터 
낱낱이 들어 알고 있었다.  한방병원에서 지은 고가의 탕약들.  배꼽 아래에 흉이 생길 
때까지 받았다는 쑥뜸 치료.  불임 시술을 위한 검사들.  초조하게 시술 날짜를 기다리던 
시간.  잔혹하게 반복된 계류유산.

가족 모임에 당신이 나타나면 그녀의 얼굴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당신뿐이었다.  활짝 미소를 지은 채로, 당신은 당신의 언니를 사랑하지 않으려 
애썼다.  낯선 여자를 바라보듯 그녀를 보려 애썼다.  그녀가 웃을 때면 장난꾸러기처럼 
찡그러지는 콧잔등을 다정하게 바라보지 않으려 애썼다.  유년 시절을 함께 보낸 혈육을 
향해서만 느낄 수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친숙한 감정을 당신의 내부에서 깨우지 않기 
위해 애썼다.  당신의 마음을 최대한 차갑게, 더 단단하게 얼리기 위해 애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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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졸기 시작한다.
마침내 기억해낸 친숙한 번호의 버스에 올라, 맨 뒷좌석의 창가 자리에 앉은 

직후부터다.
가장 막히는 구간을 따라 마을버스가 당신의 방을 향해 흘러가는 동안, 정거장을 

알리는 안내 방송과 요란한 지역 광고 멘트가 수차례 커다랗게 흘러나오는 동안, 당신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존다.  옆 사람의 어깨에, 창문에 고개를 꺾어 기댄다.  자세 
때문에 목이 끊어질 듯 아프다.  차라리 깨어버리면 좋으련만, 눈을 뜨려 할 때마다 
인정사정없이 눈꺼풀이 밀려 내려온다.  마침내 입가에 침까지 흘리며 당신은 존다.  
으음, 음, 노파처럼 앓는 소리를 낸다.  수차례 커다란 소리를 내며 창문에 이마를 
부딪친다.  당신은 손을 들어 입가를 닦아낸다.  무디디무딘 눈꺼풀을 치뜬다.  다시 
눈꺼풀이 밀려 내려온다.

*

그녀는 삼십칠 킬로그램까지 몸무게가 줄었고,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고통을 
호소했다.  아파, 아파, 라고 아이처럼 가느다랗게 비명을 질렀다.  아빠, 나 좀 
살려줘, 라고 그녀가 애원하자 무뚝뚝한 아버지의 턱이 덜덜 떨렸다.  덩치 큰 형부는 
뒤돌아서서 울었다.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감싸 쥔 채 아가, 아가, 라고 속삭였다.  
당신은 자책을 멈추지 못했다.  당신의 존재가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을 멈추지 못했다.  언니, 라고 마침내 떨리는 입술을 열고 말하려 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한강 <노랑무늬 영원> (2012)

– 4 – N16/1/AXKOR/HP1/KOR/TZ0/XX

2.

가지가 담을 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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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 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둬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에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정끝별 <삼천갑자복사빛> (2005)

* 도반: 서로 도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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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s to candidates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Answer one essay question only.  You must base your answer on at least two of the part 3 

works you have studied and compare and contrast these works in response to the question.  
Answers which are not based on a discussion of at least two part 3 works will not score  
high marks.

	You are not permitted to bring copies of the works you have studied into the examination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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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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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la troisième partie que vous avez étudiées, vous devez comparer et opposer ces œuvres 
dans le cadre du sujet.  Les réponses qui ne sont pas basées sur au moins deux des œuvres 
de la troisième partie n’obtiendront pas une note élevée.

	Vous n’êtes pas autorisé(e) à apporter des exemplaires des œuvres que vous avez étudiées 
dans la salle d’examen.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examen est de [25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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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Conteste una sola pregunta de redacción.  Base su respuesta en al menos dos de las ob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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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제 중 한 가지를 골라 답하시오.  공부했던 제 3 부에서 적어도 두 작품을 토대로 답하시오.  
두 작품을 비교 분석하시오.  제 3 부의 두 작품을 토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장편소설

1.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작품의 장편소설을 예로 들어, 두 가지 이상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복합적인 구성의 의도와 그 효과는 무엇인지 비교, 대조하시오.

2. 제목은 주제를 상징적으로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작품의 장편소설을 
예로 들어 제목이 어떻게 작품이 담고 있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 비교, 
대조를 통하여 논하시오.

3. 갈등이나 갈등관계가 작품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피고 그 해결과정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작품의 장편소설을 예로 들어 비교, 대조하시오.

중단편소설

4. 화자의 특성과 그 효과가 어떻게 작품 속 주제를 구현하는지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작가의 
중단편소설을 예로 들어 비교, 대조하시오.

5.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작가의 중단편소설에서 타자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이해와 공감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작가는 어떻게 형상화하는지 비교, 대조하시오.

6.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작가의 중단편소설에서 드러나는 결말과 그 효과를 비교, 대조하시오.  
그리고 그 결론은 항상 명확하게 끝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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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7. 근대화로 인한 비인간화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공부했던 적어도 두 
시인의 시를 예로 들어 비교, 대조하시오.

8. 시는 듣기 위해 쓰여졌다고도 한다.  이러한 시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두 시인의 시에서 
시어의 음악적 특징이 어떻게 두드러지며 그 효과는 무엇인지 비교, 대조하시오.

9. 공부했던 적어도 두 시인의 시를 예로 들어, 비슷한 주제나 소재가 어떻게 다르게 
다뤄지는지 살피고 그 효과에 대해 비교, 대조를 통하여 논하시오.

희곡

10. 희곡의 첫 머리에 있는 지시문인 해설이 작품의 이해나 주제파악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작품의 희곡을 토대로 비교, 대조하시오.

11.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작품의 희곡에서 비극적 결말이 어떻게 그려지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 
비교, 대조하시오.

12. 서열 또는 인간관계의 구조적 측면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품의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지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작품의 희곡을 토대로 비교, 대조하시오.

수필

13. 논증이나 설득의 표현이, 공부했던 두 작가의 수필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비교, 대조하시오.

14. 공부했던 두 작가의 수필을 예로 들어, 재치나 유머가 드러나는 서술방식을 비교, 
대조하시오.

15. 공부했던 두 작가의 수필을 예로 들어, 수필가가 다음 세대에게 호소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비교, 대조하시오.

Instructions to candidates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Answer one essay question only.  You must base your answer on at least two of the part 3 

works you have studied and compare and contrast these works in response to the question.  
Answers which are not based on a discussion of at least two part 3 works will not score  
high marks.

	You are not permitted to bring copies of the works you have studied into the examination room.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25 marks].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Traitez un seul sujet de composition.  En basant votre réponse sur au moins deux des œuvres 

de la troisième partie que vous avez étudiées, vous devez comparer et opposer ces œuvres 
dans le cadre du sujet.  Les réponses qui ne sont pas basées sur au moins deux des œuvres 
de la troisième partie n’obtiendront pas une note élevée.

	Vous n’êtes pas autorisé(e) à apporter des exemplaires des œuvres que vous avez étudiées 
dans la salle d’examen.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examen est de [25 point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Conteste una sola pregunta de redacción.  Base su respuesta en al menos dos de las obras 

estudiadas de la parte 3, comparándolas y contrastándolas en relación con la pregunta.  
Las respuestas que no se basen en al menos dos obras de la parte 3 no recibirán una 
puntuación alta.

	No está permitido traer copias de las obras estudiadas a la sala de examen.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25 puntos].

2 hours / 2 heures / 2 ho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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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éen A : littérature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2
Coreano A: literatura – Nivel superior – Prueb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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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redi 15 novembre 2017 (ma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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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제 중 한 가지를 골라 답하시오.  공부했던 제 3 부에서 적어도 두 작품을 토대로 
답하시오.  두 작품을 비교 분석하시오.  제 3 부의 두 작품을 토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장편소설

1. 소설 중에는 하나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시선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있다.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장편소설에서 이러한 서술적 방식이 어떻게 사용되고 
그 효과는 어떠한지 비교 대조를 통해 논하시오.

2. 소설의 결말은 어느 정도까지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장편소설에서 
드러난 결말을 비교, 대조하시오.

3. 주요 인물의 성격 전개는 소설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장편소설을 
예로 들어 성격 형성에 사용된 방법과 그로 인한 효과를 비교, 대조하시오.

중단편소설

4. 시점은 중단편소설의 핵심요소이다.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작가의 중단편소설을 예로 들어 
시점이 독자를 사로잡기 위해 어떻게 사용되고 전개되는지 비교 대조를 통해 논하시오.

5. 작가는 때때로 독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시험하기 위해 작품을 구성하기도 한다.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작가의 중단편소설을 예로 들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지 비교, 대조하시오.

6.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작가의 중단편소설을 예로 들어 기억이나 꿈의 사용과 그 효과에 
대해서 비교, 대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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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부했던 적어도 두 시인의 시를 예로 들어 특정한 배경의 사용과 그로 인한 효과를 비교, 
대조하시오.

8. 다양한 해석을 여는 시적 장치의 사용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공부했던 적어도 두 
시인의 시를 예로 들어 비교, 대조하시오.  

9. 공부했던 적어도 두 시인의 시를 예로 들어 내용과 형식의 상호작용의 방식을 비교, 
대조하시오.

희곡

10.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작품의 희곡을 예로 들어 특정한 순간들이 격하고 압축된 언어를 
사용하여 긴장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법과 이것의 효과에 대해서 비교, 대조하시오.

11. 주요인물의 성장과 변화가 작품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서술방식을 공부했던 두 
작품의 희곡을 예로 들어 비교, 대조하시오.

12. 작가는 작품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이야기를 전개하기도 한다.  공부한 
적어도 두 희곡을 토대로 이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비교, 대조하시오.

수필

13. 공부했던 두 작가의 수필을 예로 들어 구성의 형식과 그에 따른 효과를 비교 대조를 통해 
논하시오.

14. 수필가는 작품에서 자신을 모범적으로 제시하고는 한다.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작가의 
수필을 예로 들어 제시한 문장이 얼마나 타당한지 비교 대조를 통해 논하시오.  

15. 공부했던 적어도 두 작가의 수필을 예로 들어 상징이 내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비교 대조를 통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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