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시조

연시조

9  고산구곡가 9  한거십팔곡  비가 9  방옹시여 (A) 강호사시가 (B) 병산육곡 (B) 어부단가  독자왕유희유오영 9  도산십이곡

 유원십이곡  월곡답가  사우가  견회요  어부사시사 (B) 도산십이곡 9 (AB) 매화사 9  병산육곡  풍계육가

 견회요  산민육가  고산별곡  사시가 9 (B) 전원사시가 (A) 전가팔곡 (AB) 어부사시사 (AB) 자경  견회요

 오륜가  전원사시가 (A) 농가 (A) 고산구곡가 (AB) 만흥 (AB) 산중잡곡  장육당육가

 강호연군가   입암이십구곡  몽천요 (AB) 매화사

 강호구가

평시조 /
사설시조

(B) 어와 동량재를~ 9 (A) 임이 오마 하
거늘~

(AB) 천만리 머나
먼 길에~

(B) 어이 못 오던
다~

(A) 국화야 너는 
어이~

(AB) 청초 우거진 
골에~

(A) 동창이 밝았느
냐~

 (A) 이화에 월백하
고~

(AB) 흥망이 유수
하니~

(B)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AB) 임 이별 하올 
적에~

 빈천을 팔려고~ (AB) 어져 내 일이
야~
(AB) 내게는 원수
가 없어~

가사

 월선헌십육경가  일동장유가  용추유영가  연행가 (B) 고공답주인가 (B) 관동별곡 (A) 탄궁가  성산별곡  북찬가

9  상춘곡  관등가  면앙정가  덴동어미 화전가 9 (A) 탄궁가 (A) 상사곡 (AB) 봉선화가 9  덴동어미화전가

 낙빈가  농가월령가  만언사 (A) 농가월령가 (A) 북찬가 9  누항사  별사미인곡

 추풍감별곡  성산별곡 9 (B) 만분가  사미인곡

 만분가  명월음 (B) 선상탄

 상사별곡  누항사 (A) 규원가

(B) 만언사

(B) 상춘곡

고려가요
 서경별곡  동동 9 (A) 정석가

 가시리

민요 / 잡가
 유산가 9  춘향이별가 (B) 정선아리랑 (AB) 시집살이 노래

(AB) 유산가

한시 그 외  신도가 (A) 용비어천가 (A) 촉규화  유씨 집의 외로운 
기러기를 읊다

출처: 평가원 시험 - (수능),  9 (9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 / 학력평가 - (10월 학평),  (7월 학평),  (4월 학평),  (3월 학평)

『고전을 면하다』 수록: 작품명
고전시가
기출 작품 목록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시조

연시조

 율리유곡  입암이십구곡  견회요  한거십팔곡 9  만흥  만흥  도산십이곡  고산구곡가  농가

 어부사시사 9  어부단가  단가  매화사  매화사  어부가

9  단가 육장  어부단가

 자경  만흥

평시조 /
사설시조

 두터비 파리를 물
고~

 금강 일만 이천 
봉이~  이화우 흩뿌릴 제~  다정가(이화에 월

백하고~) 9  어이 못 오던가~  귓도리 저 귓도리~

 굴레 벗은 천리마
를~  귀또리 저 귀또리~  조홍시가  이화우 흩뿌릴 제~

 초암이 적료한데~  풍상이 섞어 친 
날에~

가사

 상춘곡  면앙정가  춘면곡  상사회답곡  만분가  속미인곡 9  성산별곡 9  만언사  면앙정가

 고공답주인가  관동별곡  관등가 9  상춘곡  규원가  누항사  상춘곡  속미인곡  만분가

 고공가  누항사 9  만언사  만언사 9  사미인곡  누항사  면앙정가 9  누항사

 낙지가  전원사시가  누항사  면앙정가  상춘곡  속미인곡

 만언사  일동장유가  누항사

향가 / 고대가요  제망매가 9  정과정  정과정

고려가요  서경별곡  동동  사모곡

민요 / 잡가  유산가 9  시집살이요(시집살
이 노래)

한시 그 외

 관사유감  여뀌꽃과 백로  부벽루 9  어옹  배소만처상  야청도의성  제가야산독서당  강설  부벽루

 우중에 택지를 생
각하며  추야우중  타맥행  착빙행  추흥  춘일성남즉사  사친  구우  보리타작

 고시  보리타작  옛거울  사친

 감로사차혜원운  불일암 인운 스님
에게

출처: 평가원 시험 - (수능),  9 (9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 / 학력평가 - (10월 학평),  (7월 학평),  (4월 학평),  (3월 학평)

『고전을 면하다』 수록: 작품명
고전시가
기출 작품 목록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시조

연시조  어부사시사  오우가

평시조 /
사설시조

 장진주사  묏버들 가려 꺾어~  청산은 내 뜻이오~

 창 밖이 어른어른
커늘~  바람도 쉬어 넘는~

 철령 높은 봉을~

가사

 상춘곡  규원가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사미인곡

 관동별곡

향가 / 고대가요  정읍사  제망매가

고려가요  동동  가시리  청산별곡

민요 / 잡가

한시 그 외  강촌  송인

출처: 평가원 시험 - (수능),  9 (9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 / 학력평가 - (10월 학평),  (7월 학평),  (4월 학평),  (3월 학평)

『고전을 면하다』 수록: 작품명

고전시가
기출 작품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