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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번호문항번호문항번호문항번호 정 답정 답정 답정 답 배 점배 점배 점배 점
1111 ②②②② 3333

2222 ④④④④ 3333

3333 ④④④④ 3333

4444 ③③③③ 3333

5555 ①①①① 3333

6666 ②②②② 3333

7777 ③③③③ 4444

8888 ③③③③ 4444

9999 ①①①① 3333

10101010 ④④④④ 3333

11111111 ③③③③ 3333

12121212 ①①①① 4444

13131313 ④④④④ 4444

14141414 ③③③③ 3333

15151515 ④④④④ 4444

16161616 ④④④④ 3333

17171717 ②②②② 3333

18181818 ③③③③ 3333

19191919 ③③③③ 3333

20202020 ①①①① 3333

21212121 ②②②② 4444

22222222 ①①①① 3333

23232323 ①①①① 3333

24242424 ②②②② 4444

25252525 ①①①① 3333

26262626 ①①①① 3333

27272727 ④④④④ 4444

28282828 ③③③③ 4444

29292929 ②②②② 4444

30303030 ②②②② 3333

31313131 ②②②② 4444
32323232 ③③③③ 4444
33333333 ③③③③ 4444
34343434 ④④④④ 4444
35353535 ②②②② 4444
36363636 ①①①① 4444
37373737 ①①①① 4444
38383838 ④④④④ 4444
39393939 ②②②② 4444
40404040 ③③③③ 4444



문항번호문항번호문항번호문항번호 모범답안 및 채 점 기 준 주관식모범답안 및 채 점 기 준 주관식모범답안 및 채 점 기 준 주관식모범답안 및 채 점 기 준 주관식( )( )( )( ) 배 점배 점배 점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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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에는 경험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가능한 한 다양한 분야의청소년기에는 경험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가능한 한 다양한 분야의청소년기에는 경험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가능한 한 다양한 분야의청소년기에는 경험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가능한 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책을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책을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책을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

넓히다 한의 표현 중 하나 이상을 쓰지 못하면 점1) ‘ ’, ‘- ’ -2ㄴ
가능한 한 가능하면과 같이 면으로 연결한 경우 점2) ‘ ’ : ‘ ’ ‘- ’ -1
의도한 의미를 명확히 쓰지 못하면 점 점3) -1 ~-3

글자를 채우지 못하면 점 점4) 40~50 -1 ~-2
한 문장으로 쓰지 않으면 점5) -1

7777

42424242

출산율 저하는 사회 고령화는 물론이고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서 사회출산율 저하는 사회 고령화는 물론이고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서 사회출산율 저하는 사회 고령화는 물론이고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서 사회출산율 저하는 사회 고령화는 물론이고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서 사회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다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다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다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다....

는 물론이다 로 이어지다 중 하나 이상을 쓰지 못하면 점1) ‘ ’, ‘ ’ -2
고령화는 물론이고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와 같이 와로2) ‘ ’ : ‘- -’ ‘ ’

연결하면 점-1
의도한 의미를 명확히 쓰지 못하면 점 점3) -1 ~-4

글자를 채우지 못하면 점4) 40 50 -1~-2～
한 문장으로 쓰지 않으면 점5) -1

8888

43434343

승부에 집착한 나머지 승부를 즐기지승부에 집착한 나머지 승부를 즐기지승부에 집착한 나머지 승부를 즐기지승부에 집착한 나머지 승부를 즐기지

승부에 대신 이기고 지는 것에로 쓴 경우 감점 없음1) ‘ ’ ‘ ’
으 나머지 으 로 말미암아 으 로 인해 으 으2) ‘-( ) ’ : ‘-( ) ’ ‘( ) ’ ‘( )ㄴ ㅁ

로써 등으로 연결하면 감점 없음’
으 나머지 집착해서 등으로 쓴 경우3) ‘-( ) ’ : ‘ ’ -1ㄴ

즐기지를 쓰지 못하면 점4) ‘ ’ -3
의도한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하면 점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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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44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거치고 나서야를 거쳐야로 쓴 경우 감점 없음1) ‘ ’ ‘ ’ .
아 어야 거치고 난 후에와 같은 경우 점2) ‘- / ’ : ‘ ’ -1
길고 복잡한과 같은 관형형이 없는 경우 점3) ‘ ’ -2
비로소와 호응 관계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점4) ‘ ’ -2
의도한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하면 점5) -4

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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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요즘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인터넷 사용을 위한 윤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과연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우선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일상생, .
활에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의견 차.
이는 문화적 차이나 사고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저마다. .
의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다면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인신
공격한다든지 비방한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현대인.
은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당하거나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린
다 자신의 사생활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다른 사람.
의 사생활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어떤 사.
람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 공개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모두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가능하면 다.
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좋은 인상을 주,
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요즘.
인터넷 게시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욕설이나 비속어 등은 바
로 이런 노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인터넷 사용의 올바른 태도란 한마디로 현실 공간에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를 인터넷 공간에서도 지키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작문형 문항의 채점 기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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