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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회 일반 한국어능력시험 고급 형11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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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④④④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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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회 일반 한국어능력시험 고급 형11 (B ) 쓰기쓰기쓰기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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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3131 ④④④④ 4444

32323232 ②②②② 4444

33333333 ③③③③ 4444

34343434 ②②②② 4444

35353535 ③③③③ 4444

36363636 ①①①① 4444

37373737 ③③③③ 4444

38383838 ④④④④ 4444

39393939 ①①①① 4444

40404040 ②②②② 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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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4141

나이가 들수록 육체의 눈은 어두워질지 몰라도 마음의 눈은 환해지
기 때문에 나이와 마음의 눈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1) 을 수록 을지 몰라도 기 때문에 에 있다의 표현 중 하나‘- , - , - , - ’
이상을 쓰지 못하면 점-1

2) 육체의 눈은 어두워지고 마음의 눈은 고로 연결하면 점~ ~ : ‘- ’ -1
의도한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하면 점3) -4

자를 채우지 못하면 점 점4) 40~50 -1 ~-3

7777

42424242

세금은 국가나 지방단체가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개인 소득에 대해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이나 재물이다.
1) 기 위해 에 대해 등의 표현 중 하나 이상을 쓰지 못하면 점‘- , - ’ -1
세금의 강제적 성격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지 않으면 점2) -4
의도한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하면 점3) -4

자를 채우지 못하면 점 점4) 40~50 -1 ~-3

8888

43434343

일하는 사람이 편하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잘된
편하고 신속하게 에서 하나만 쓰면 점1) ‘ ’ -2
잘된 좋은 훌륭한 등으로 쓰면 감점 없음2) ‘ / / ’
관형형으로 끝나지 않으면 점3) -3
의도한 의미를 명확히 쓰지 못하면 점4) -4

7777

44444444

외부로부터 강요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선택하는 선택할 수 있는 으로 쓰면 감점 없음1) ‘ / ’
강요 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점2) ‘ ’ -2
자신이 선택하거나 주도하는의 표현은 감점 없음3) ‘ ’
선택 이나 주도 중 하나만 쓰면 감점 점4) ‘ ’ ‘ ’ -1
의도한 의미를 명확히 쓰지 못하면 점5) -4

8888



45454545

해외의 한 갑부가 자신의 재산 를 사회에 기부했다는 소식을85%

듣고 그 액수도 액수려니와 그의 나눔 정신과 실천 정신에 더 큰

감동을 받았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엇이 부자들의 기부 재산의 사회 환,

원 등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할까 궁금하다 자신이 가진 것을 선.

뜻 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아름다운 마

음씨와 훌륭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놓은 물질의 많.

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남과 나누고 사회와 더불어 살겠다는 생

각이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자들의 기부와 재산의 사회 환원은,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경제력 차이로.

인한 빈곤층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국가 기관이나 각종 사회단체

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을 위한 기금의 마련은 결코 쉬운 일,

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자들이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

는 것은 빈곤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경제적 차이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나 사회의 안

정을 꾀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나눔은 부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자가 아니.

더라도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나누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

다 년 전 회사에 취직했을 때부터 나는 월급의 를 기부하는. 1 1%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아직은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그 액수가 크.

지 않다 하지만 매월 작은 금액이지만 나보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다.

작문형 문항의 채점 기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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