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제21회) 한국어능력시험 (중급) 부분점수 인정 기준표

번호 정답(점수) 부분점수(기준) 비고
(참고사항)

※ 41-42 공통 기준

1) 구어적으로 허용가능하면 감점 없음.

2) 아주 미미한 철자 오류 감점 없음. (예: 만나시, 좋아질 거에요, 좋아젔다.....)

3) 문법 시제 오류

   의미적 차이를 가져오면 -2점(예: 했더니/하더니, 만날 때/만났을 때...), 

   그 외 단순 형태 오류 -1점(예: 만났어서...)

4) 연결어미, 종결어미로 문장의 의미가 이상해지는 경우 각각 -2점

5) 순서

   순서를 바꿨는데 문장의 완성도를 평가한 후에 바뀐 수만큼 -2점씩 감점.

6) 추가된 내용

   주어진 정보 외에 추가한 경우 말이 되면 감점 없음. 

   추가한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했을 때 정답 문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감점 없음.

감점 사항 

중복 적용

41번 <6점>

의미적, 문법적으로 완벽한 경우

친구를 만나서/만나고 이야기를 했더니 기분이 좋

아졌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아졌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하고 나니까/한 후

에 기분이 좋아졌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하게 되면기분이 좋

아진다.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하자 기분이 좋아졌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분이 좋아졌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기분이 좋아졌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졌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기분이 좋아졌다.

친구를 만나고/만난 후에 이야기를 해서/했기 때

문에 기분이 좋아졌다.

친구를 만나는 동시에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

에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친구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좋아졌

다. 

<5점>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

아졌다.

<4점>

친구를 만날 때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좋아졌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만 기분이 좋아졌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더니 기분이 좋아졌어

요.

 

<0점>

문제가 요구한 의미와 전혀 맞지 않는 경우



번호 정답(점수) 부분점수(기준)
비고

(참고사항)

42번 <6점>

의미적, 문법적으로 완벽한 경우

비가 오더라도/온다고 해도 이전에 계획한 대로 

행사가 진행된다.

비가 와도 이전에 계획한 대로 행사가 진행된다./

진행되었다.

비가 왔어도 이전에 계획한 대로 행사가 진행되었

다.

비가 오지만 이전에 계획한 대로 행사가 진행된다.

비가 오더라도 이전에 계획한 것처럼 행사가 진행

된다.

비가 오면 이전에 계획한 행사라도 진행되지 않는

다.

비가 와서 이전에 계획한 대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비가 오는데 이전에 계획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비가 오는데도 이전에 계획한 것이니까 행사가 진

행되었다.

<5점>

비가 와도 이전에 계획하는 대로 행사가 진행되었

다.

<4점>

비가 오고 이전에 계획한 대로 행사가 진행된다.

비가 오더라도 이전에 계획했지만 행사가 진행된

다.

<0점>

문제가 요구한 의미와 전혀 맞지 않는 경우

감점 사항 

중복 적용



번호 정답(점수) 부분점수(기준)
비고

(참고사항)

43번

<6점>

의미적, 문법적으로 

완벽한 경우

*마시는 곳이/장소가 

아니라

*마실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파는 곳이 아니라

*제공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마시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마시는 곳이 아니고

<4점>

의미적으로 맞지만 ‘더 이상’과의 호응이 어색하거나 부정 표현이 없

는 경우 -2

예) 마시는 곳 말고

의미적으로 맞지만, ‘-곳’ 구성이 잘못 되거나 없는 경우 -2

예) 마시는 것이 아니라, 팔 뿐만 아니라, 제공 뿐만 아니라, 팔지 않

고

<3점>

의미적으로 맞지만, 부정 표현만 있는 경우 -3

예) 아니라 다양한, 아니라 각종, 아니고 다양한, 아니라, 아니고

<2점>

주요 어휘를 썼으나 관형형 구성과 부정 표현을 쓰지 못한 경우 -4

예) 마시기는커녕, 파는, 제공하기만, 판매하는, 있는, 먹는

<0점>

문제가 요구한 의미와 전혀 맞지 않는 경우

*위의 조건에서 조사가 잘못 된 경우가 있으면 추가 -1

예)마시는 곳 아니라

감점 사항 

중복 적용



번호 정답(점수) 부분점수(기준)
비고

(참고사항)

44번

<6점>

의미적, 문법적으로 

완벽한 경우

* 게으르다는 말을

* 게으르다는 소리를

* 게으르다는 이야기

를

* 게으름을 피운다는 

말을

* 게으름뱅이라는 소

리를

<5점>

의미적으로 맞지만 ‘-라는’ 또는 ‘-다는’의 맞춤법, 형태상 오류가 있

는 경우 -1  

예) 게으른 사람이다고 말을

<4점>

정답을 썼으나 주요 어휘(게으르다, 말/소리/이야기) 중 하나를 누락

했거나, 호응되지 않는 어휘를 첨가한 경우 -2

예) 게으르다고, 게으름의 문제가 된다고, 게으름의 문제가 있다고, 

게으름의 문제라고, 게으른 평가를

<2점>

주요 어휘(게으르다, 말/소리/이야기) 둘 중 하나를 누락하고, ‘-다

고’, ‘-라고’를 쓰지 못한 경우 -4

예) 게으른, 게으름, 게으름의 느낌을

주요 어휘(게으르다, 말/소리/이야기)를 다른 어휘로 대체하여 의미가 

성립되는 경우 -4

예) 나쁜말, 잔소리, 야단, 꾸중

<0점>

문제가 요구한 의미와 전혀 맞지 않는 경우

*위의 조건에서 조사가 잘못 된 경우가 있으면 추가 -1

예) 게으르다는 말이

감점 사항 

중복 적용



번호 정답(점수) 부분점수(기준)
비고

(참고사항)

45번

<6점>

의미적, 문법적으로 

완벽한 경우

*보상 못지않게

*보상만큼이나

*보상도 중요하지만

*보상만 아니라

*보상뿐만 아니라

*보상도 필요하겠지만

*보상 외에(도)

*보상이 있어야 하지

만

*보상보다(는)

*보상 외에 요인, 방

법, 부분, 요소 등의 

어휘를 써서 의미가 

통하는 경우

<5점>

미미한 형태적 오류나 정확한 어휘를 쓰지 않았으나 의미가 통하는 

경우

예) 점도 중요한데

<3점>

주요 어휘(보상 등)를 생략하였으나 ‘뿐만 아니라, -보다’ 등의 연결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의 의미가 통하게 연결한 경우 

예) 뿐만 아니라, 보다

주요 어휘(보상, 월급인상, 보너스 등)의 어휘가 들어갔으나 문법적으

로 맞지 않거나 주요 어휘만 쓴 경우 

예) 보상을 생각하고 있는, 보상을 주는 것에 비해, 보상을 생각하지 

않아도, 월급인상이나 보너스 등을 생각하지만, 보상

<0점>

문제가 요구한 의미와 전혀 맞지 않는 경우

*위의 조건에서 조사가 잘못 된 경우가 있으면 추가 -1

예) 보상을 중요하겠지만

감점 사항 

중복 적용



번호 정답(점수) 부분점수(기준)
비고

(참고사항)

46번 (1) 기본 점수(주제에 맞는 내용일 경우)

- 150자 이하 : 5점

- 150자∼300자 : 10점

- 300자∼400자 : 15점

(2) 제시된 주제와 가까운 주제로 쓰기를 전개했으나 선물

의 모양이나 기능 등에 지우친 설명적 글쓰기를 했을 경우

5점 이내 감점.

(3) 언어 사용 수준

* 3급 수준 이상의 언어 사용: 20 ∼ 25점

* 4급 수준 이상의 언어 사용: 25 ∼ 30점

* 문법, 어휘, 문장 오류 정도에 따라 1∼3점 감점

(3) 기타

* 시험 문제와 동일하게 쓰면 0점

* 다음 내용이 없으면 각 -5점

(선물 종류, 선물을 받은 시기와 준 사람)

* 무관한 주제로 400자 이상을 썼을 경우라도 최대 5점 이

상을 부여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