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6모 ~ 2019학년도 수능 문학작품

해당 기출 연도

고전시가

고전산문

2020학년도 6월

안서우, ‘유원십이곡’

조웅전

2019학년도 수능

김인겸, ‘일동장유가’

‘임장군전’

2019학년도 9월

권호문, ‘한거십팔곡’

‘홍길동전’

2019학년도 6월

‘서경별곡’
조위, ‘만분가’

‘옹고집전’

2018학년도 수능

이정환, ‘비가’

김만중, ‘사씨남정기’

2018학년도 9월

‘춘향이별가’

‘춘향전’

2018학년도 6월

주세붕, ‘오륜가’

‘적성의전’

2017학년도 수능

홍순학, ‘연행가’

‘박씨전’

2017학년도 9월

신흠, ‘방옹시여(放翁詩餘)’

2017학년도 6월

‘동동’
‘가시리’

‘김현감호’

김시습, ‘이생규장전’
조위한, ‘최척전’

★ 빨간색은 수능특강에서 출제된 작품
★ 파란색은 수능완성에서 출제된 작품
★ 검은색은 비연계 작품

♥ 2018 수특에 고전시가 ‘소춘향가’ 수록 -> 9월 모평에 소재가 같은 ‘춘향이별가’ 출제

2017학년도 6모 ~ 2019학년도 수능 문학작품
해당 기출 연도

현대소설

극•수필

박경리, ‘토지’

성현, ‘조용’

2019학년도 수능

유치환, ‘출생기’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박태원, ‘천변풍경’

시나리오 – ‘오발탄’

2019학년도 9월

박재삼, ‘추억에서’

최명익, ‘비 오는 길’

2020학년도 6월

2019학년도 6월

2018학년도 수능

2018학년도 9월

2018학년도 6월

2017학년도 수능

2017학년도 9월

2017학년도 6월

현대시
김광균, ‘추일서정’
오규원, ‘하늘과 돌맹이’

박봉우, ‘휴전선’
배한봉, ‘우포늪 왁새’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김광규, ‘묘비명’
김현승, ‘플라타너스’
정지용, ‘달’
조지훈, ‘고풍 의상’
이수익, ‘결빙의 아버지’
김수영, ‘구름의 파수병’
윤동주, ‘병원’
박목월, ‘나무’
박두진, ‘향현’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시나리오
– ‘공동 경비 구역 JSA’

양귀자, ‘한계령’

수필 – 김기림, ‘주을온천행’

이문구, ‘관촌수필’

수필 – 이병기, ‘풍란’

임철우, ‘눈이 오면’

희곡 – 차범석, ‘불모지’

이호철, ‘큰 산’

설 – 이곡, ‘차마설’

박경리, ‘시장과 전장’

희곡
– 이강백, ‘느낌, 극락같은’

황순원, ‘독 짓는 늙은이’

시나리오 – ‘독 짓는 늙은이’

염상섭, ‘삼대’

수필 – 박이문, ‘눈’
★ 빨간색은 수능특강에서 출제된 작품
★ 파란색은 수능완성에서 출제된 작품
★ 검은색은 비연계 작품

♥ 2019 수특에는 소설 이범선 ‘오발탄’ 수록 -> 2019 수능에 시나리오 ‘오발탄’ 갈래 바뀐 작품으로 출제.
♥ 2018 수특에는 이육사 ‘절정’ 수록 -> 2018 수능에 이육사의 다른 작품인 ‘강 건너간 노래’ 출제.
♥ 2018 수특에는 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수록 -> 2018 수능에 김광규의 다른 작품인 ‘묘비명’ 출제.
♥ 2018 수특에는 김현승 ‘아버지의 마음’ 수록 -> 2018 수능에 김현승의 다른 작품인 ‘플라타너스’ 출제.
※ 즉, 수특에 수록된 작품 중 작가의 다른 작품이나, 소설 작품이 희곡으로 갈래가 바뀐 작품으로 수능에 출제 되기도 함.

EBS 2020 수능특강 문학 작품 체크 리스트
갈래

EBS 수록 부분

작품 및 작가
송인 (정지상)
무어별 (임제)

교과서 개념 학습

안민가 (충담사)
오백 년 도읍지를 ~ (길재)
도산십이곡 (이황)
구지가 (작자 미상)
원왕생가 (광덕)

청산별곡 (작자 미상)
이 몸이 주거 가셔 ~ (성삼문)
창 내고져 창을 내고져 ~ (작자 미상)
적용 학습
고전 시가

어부사시사 (윤선도)
농가 구장 (위백규)
상춘곡 (정극인)
속미인곡 (정철)
선상탄 (박인로)
원산 아리랑 (신고산 타령) (작자 미상)

고전
시가
(총 35)

밀양 아리랑 (작자 미상)
방물가 (작자 미상)
남과탄 (정약용)
익재난고 (이제현)
산민 (김창협)
곡자 (허난설헌)
심청가 (작자 미상)
갈래 복합

개를 여라믄이나 기르되 ~ (작자 미상)

정석가 (작자 미상)
이별요 (작자 미상)
실전 학습 1회

출새곡 (조우인)
유원십이곡 (안서우)

실전 학습 2회

월야첨향로 (혜초)
춘설유감 (최명길)

학습 완료

EBS 2020 수능특강 문학 작품 체크 리스트

갈래

EBS 수록 부분

작품 및 작가
옥소선 (임방)

교과서 개념 학습
제48대 경문 대왕 (작자 미상)
조신의 꿈 (작자 미상)
구복 여행 (작자 미상)
저생전 (이첨)
원생몽유록 (임제)
삼한습유 (김소행)
적용 학습
고전 산문

남궁 선생전 (허균)

조웅전 (작자 미상)
월영낭자전 (작자 미상)
고전
산문
(총 21)

황월선전 (작자 미상)
수궁가 (작자 미상)
세경본풀이 (작자 미상)
열녀함양박씨전 (박지원)
홍계월전 (작자 미상)

갈래 복합

장끼전 (작자 미상)
민옹전 (박지원)
구운몽 (김만중)

실전 학습 1회

유씨삼대록 (작자 미상)
김영철전 (홍세태)

실전 학습 2회
소대성전 (작자 미상)

학습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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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래

EBS 수록 부분

작품 및 작가
유리창 1 (정지용)

교과서 개념 학습

독을 차고 (김영랑)
자화상 (윤동주)
나의 침실로 (이상화)
상한 영혼을 위하여 (고정희)
삼수갑산 – 차안서선생삼수갑산운 (김소월)
목계 장터 (신경림)
산도화 1 (박목월)
초록 바람의 전언 (고재종)
수정가 (박재삼)
꽃 피는 시절 (이성복)
나룻배와 행인 (한용운)
저린 사랑 (정끝별)

적용학습 현대시

거울 (이상)
꽃밭의 독백 – 사소 단장 (서정주)
이 사진 앞에서 (이승하)
자화상 부근 (문정희)

현대시

눈 (김수영)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정호승)
묵호항 (송수권)
낡은 집 (이용악)
향아 (신동엽)
여우난골족 (백석)
푸른 밤 (나희덕)
겨울 바다 (김남조)
사무원 (김기택)
갈래 복합

추일서정 (김광균)
별을 굽다 (김혜순)

실전 학습 1회

전천후 산성비 (이형기)
가을 떡갈나무 숲 (이준관)
새 1 (박남수)

실전 학습 2회

새가 있던 자리 (천양희)
오렌지 (신동집)
사과를 먹으며 (함민복)

학습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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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래

EBS 수록 부분

작품 및 작가
장마 (윤흥길)

교과서 개념 학습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지형근 (나도향)
아버지의 땅 (임철우)
복덕방 (이태준)
삼대 (염상섭)
판문점 (이호철)
적용학습 현대소설

꺼삐딴 리 (전광용)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김승옥)
회색 눈사람 (최윤)
우울한 귀향 (이동하)

현대
소설

중국인 거리 (오정희)
자전거 도둑 (김소진)
금 따는 콩밭 (김유정)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조세희)
갈래 복합

조동관 약전 (성석제)
장삼이사 (최명익)
눈길 (이청준)

실전 학습 1회

뉴욕제과점 (김연수)
토지 (박경리)

실전 학습 2회

소망 (채만식)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 (박완서)

학습 완료

EBS 2020 수능특강 문학 작품 체크 리스트

갈래

EBS 수록 부분

작품 및 작가

수필

교과서 개념 학습

산정무한 (정비석)

시나리오

교과서 개념 학습

남한산성 (황동혁 각색)
하회 별신굿 탈놀이 (작자 미상)
꼭두각시놀음 (작자 미상)

극
동승 (함세덕)
맹 진사 댁 경사 (오영진)
시나리오

적용 학습 극∙수필

뿌리 깊은 나무 (이정명 원작, 김영현∙박상연 각색)
의산문답 (홍대용)
용풍 (이규보)

수필
주옹설 (권근)
백자 달 항아리 (최순우)

원고지 (이근삼)
극

갈래 복합
산돼지 (김우진)

수필
시나리오
수필

낙치설 (김창흡)
실전 학습 2회

토지 (이홍구∙김명호∙이혜선 각색)
고완 (이태준)

학습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