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제26회)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부분점수 인정 기준표

번호 정답(점수) 부분점수(기준)
비고

(참고사항)

41
남자가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는 그림

 → 저는 다리가 (        )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6점:

① 아파(서), 아프기 때문에

② 부러져서, 불편해서

5점: 

① 목표 어휘와 의미는 유사하나 앞의 문장 

성분과 호응이 맞지 않는 경우

  - 다쳐서, 다쳤기 때문에

② ‘이유’의 의미를 가진 연결 어미를 사용하

였으나 문맥이 다소 어색한 경우

 - 아프니까, 아픈 바람에

③ 목표 어휘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의미가 통

하는 경우

 - 부서져서, 부러뜨려서, 치료하고 있어서

4점:

① 시제 오류

 - 아팠어서, 아팠기 때문에

② 의미는 통하나 문맥에 어색한 어휘를 사용

한 경우

 - 고치고 있어서, 나빠서, 안 좋아서

③ 불필요한 성분 삽입으로 문맥이 어색한 경

우

  - 아파서 별로

3점:

① 목표 어휘를 사용했으나 연결 표현이 어색

한 경우  

 - 아프고, 아프면

② 목표 어휘를 사용했으나 연결 어미가 아닌 

종결 어미를 사용한 경우

 - 아파요. 그래서

2점: 

① 목표 어휘를 종결형으로 사용한 경우

 - 아파요.

※ 미미한 형태적 오류는 각 점수에서 1점 감점



번호 정답(점수) 부분점수(기준)
비고

(참고사항)

42 가: 이 사진 좀 보세요. 우리 아기가 정말 

예쁘지요?

나: 네, 정말 예쁘네요. 

    (                    )?

가: 제가 찍었어요.

6점: 

① (이 사진을) 누가 찍었어요? 

② 누가 찍은 사진이에요?

 

4점:

① 조사 오류

 - 누가를 찍었어요 

② 시제 오류

 - 누가 찍어요 

③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구성하였으나 문

맥상 의미가 통하는 경우 

 - 친구가 찍었어요

3점:

① 적절하지 않은 의문대명사를 사용한 경우

 - 누구(를) 찍었어요

 - 누구 사진이에요

② 목표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의

미가 통하는 경우

  - 너는 뭐 했어요?

  

2점:

① 적절하지 않은 의문사를 사용한 경우 

 - 왜 찍었어요

② 목표 어휘 중 일부를 사용한 경우

  - 사진을 찍었어요

  - 누가 해요

 

1점:

① 상대방의 대답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 제가 찍었어요 

 

② 목표 어휘를 사용하였으나 문장을 구성하

지 못한 경우

 - 누가

 - 찍었어요

※ 미미한 형태적 오류는 각 점수에서 1점 감점



번호 정답(점수) 부분점수(기준)
비고

(참고사항)

43
가: 오늘 저녁을 예약하고 싶은데요. 

나: (                     )?

가: 다섯 명이에요. 

6점: 

① 몇 분이에요, 몇 명이세요, 몇 명이에요, 

몇 사람이에요

 

② 몇 명을 예약하고 싶어요

 - 몇 명 예약하실 거예요

5점:

① 의미는 통하나 문맥이 다소 어색한 경우

 - 사람이 많아요, 한 명이에요

 - 몇 명이요, 몇 분 예약이에요

4점:

① 적절하지 않은 서술어의 사용으로 문맥이 

어색한 경우

 - 몇 명 가요, 몇 명 오고 싶어요

 - 몇 명일까요, 몇 명 예약할까요

② 목표 어휘를 사용했으나 불필요한 성분 삽

입으로 문맥이 어색한 경우

 - 손님은 몇 명이에요

③ 의미는 통하나 정확한 수량 명사를 사용하

지 않은 경우

  - 몇 인이에요

3점: 

① 적절하지 않은 수량사나 수량 명사를 사용

한 경우 

 - 얼마나 명이에요

 - 몇이에요

2점:

① 적절하지 않은 의문대명사를 사용한 경우

 - 누구 명이에요

1점:

① 상대방의 대답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 다섯 명이에요

② 목표 문법을 사용하였으나 문장을 구성하

지 못한 경우

  - 몇

※ 미미한 형태적 오류는 각 점수에서 1점 감점



번호 정답(점수) 부분점수(기준)
비고

(참고사항)

44
좋은 말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잘못을 한 아이는 좋은 말을 들었을 때 

더 잘하게 됩니다. 꽃도 좋은 말을 듣고 

더 예쁘게 자랍니다. 이렇게 좋은 말은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       ) 힘이 

있습니다.

6점:

① 바꾸는, 바꾸어 주는, 바꿀 수 있는

② 만드는, 변화시키는

 

4점:

① 목표 문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의미가 통

하는 경우

 - 바꾸기 때문에

② 목표 어휘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의미가 통

하는 경우

 - 변화하는, 고칠 수 있는

③ 관형형의 시제를 잘못 사용한 경우

 - 바꾼, 바꿀

3점:

① 목표 어휘를 사용하였으나 연결 표현이 어

색한 경우

 - 바꾸면, 바꾸게, 바꿀 수 있으면

2점: 

① 의미는 일부 통하나 문맥에 어색한 어휘를 

사용한 경우

 - 달라지는

② 목표 어휘를 종결형으로 사용한 경우

 - 바꾸다, 바꿉니다

1점:

① 의미는 일부 통하나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사용한 경우

  - 생기는, 되는, 하는

 

※ 미미한 형태적 오류는 각 점수에서 1점 감점



번호 정답(점수) 부분점수(기준)
비고

(참고사항)

45
겨울 감기는 잘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기에 (           ) 미리 조심해야 합

니다. 집에 돌아온 후 손을 씻고,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 과일을 많이 먹어야 

감기에 잘 안 걸립니다. 

6점:

① 안 걸리려면, 안 걸리고 싶으면

② 걸리지 않으려면, 걸리지 않게, 걸리고 

싶지 않으면

③ 걸리기 전에, 걸리지 않도록, 안 걸리기 

위해서

 

5점:

① 목표 어휘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의미가 통

하는 경우

  - 예방하려면, 들지 않기 위해서

4점:

① 목표 문법을 사용하였으나 형태 오류가 있

는 경우

  - 걸린 전부터, 걸릴 전에

  - 걸리 싶지 않으면

② 의미는 통하나 정확한 부정 표현을 사용하

지 않은 경우

  - 못 걸리려면, 걸리지 못하게

3점:

① 목표 어휘를 사용하였으나 연결 표현이 어

색한 경우

  - 걸릴 수 있으니까

  - 걸리면, 걸리지만, 걸려서, 걸렸을 때

  - 안 걸리지, 걸리지 않으러, 걸리지 않아서

② 목표 문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의미가 통

하는 경우

 - 피하기 위해서  

2점:

① 의미는 통하나 문맥에 어색한 어휘를 사용

한 경우

  - 하기 전에, 가지기 전에

1점: 

① 목표 어휘를 종결형으로 사용한 경우

 - 안 걸려요

② 의미가 전혀 통하지 않으나 목표 어휘를 

사용한 경우

 - 걸리기 위해 

※ 미미한 형태적 오류는 각 점수에서 1점 감점

 



번호 답(점수) 부분점수(기준)
비고

(참고사항)

46
구분 채점 근거

점수 구분

상 중 하

내용 및 

과제 

수행

(9점)

1) 주어진 과제를 이해하였는가

2)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

었는가

3) 내용에 일관성이 있는가

9~7점 6~4점 3~1점

글의 

전개 

구조

(6점)

1) 내용의 전개가 자연스러운가

2) 글의 시작과 마무리를 적절하게 

구성하였는가

3) 문장 간의 연결이 긴밀하며 자연

스러운가

6~5점 4~3점 2~1점

언어 

사용

(15점)

어휘

(6점)

초급 수준의 어휘를 적절

하게 사용하였는가
6~5점 4~3점 2~1점

문법

(6점)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

으로 글을 구성하였는가
6~5점 4~3점 2~1점

맞춤법

(3점)

맞춤법, 띄어쓰기 등이 

어법에 맞는가
3점 2점 1점

24점 이상: 분량을 채웠고. 조건도 충족시켰으며 문법 오류

가 적음

18~23점: 분량을 채웠고, 조건도 충족시켰으나 문법 오류가 

다소 있음

13~17점: 주제에 맞는 내용으로 분량을 채웠으나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군더더기 문장(베껴 쓰기, 주

제와 관련 없는 내용 등)이 있는 경우, 문법 오류가 많

음

8~12점: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100자 미만이고 초급 수

준에 못 미쳤을 때

5~7점: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40~50자 미만이고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 때

1~4점: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20자 미만일 때

0점: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른 주제로 쓴 경우, 관련 없는 주

제로 외워서 쓴 경우, 시험지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쓴 

경우



제26회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작문형 주관식 채점 예시

※ 문항번호 46번

학생답안

  저는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옛날부터 한국

에 관한 일을 해 오셨고 저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봐 오면서 ‘저

도 언젠가 아버지처럼 한국에 가서 한국을 위해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한국역사의 연구를 하고 계

시는데 저는 더 다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전 독서를 좋아하니까 번역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역시 한국에 가서 살아있는 한글을 접하고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싶습니다.

구분 채점 근거
점수 구분

상 중 하

내용 및 과제 수행

(9점)

1) 주어진 과제를 이해하였는가

2)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었는가

3) 내용에 일관성이 있는가

9~7점 6~4점 3~1점

9점

글의 전개 구조

(6점)

1) 내용의 전개가 자연스러운가

2) 글의 시작과 마무리를 적절하게 구성하였는가

3) 문장 간의 연결이 긴밀하며 자연스러운가

6~5점 4~3점 2~1점

6점

언어 사용

(15점)

어휘

(6점)
초급 수준의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하였는가

6~5점 4~3점 2~1점

6점

문법

(6점)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으로 글을 구성하였는가

6~5점 4~3점 2~1점

6점

맞춤법

(3점)
맞춤법, 띄어쓰기 등이 어법에 맞는가

3점 2점 1점

2점

총점 29점



제26회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작문형 주관식 채점 예시

※ 문항번호 46번

학생답안

  저는 저의 고향처럼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의 고향이 도시보다 인기

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친합니다. 나갈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

면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교통이 편합니다. 물건을 사려면 시장과 백화장

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경치가 예뻐서 주말에 시간이 나면 소풍을 가

고싶습니다. 병일에는 수업이 끝난 후에 친구하고 숙제를하고 놀고싶습니

다. 이런곳에 살면서 기분이 좋아서 생활도 재미있습니다.

구분 채점 근거
점수 구분

상 중 하

내용 및 과제 수행

(9점)

1) 주어진 과제를 이해하였는가

2)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었는가

3) 내용에 일관성이 있는가

9~7점 6~4점 3~1점

7점

글의 전개 구조

(6점)

1) 내용의 전개가 자연스러운가

2) 글의 시작과 마무리를 적절하게 구성하였는가

3) 문장 간의 연결이 긴밀하며 자연스러운가

6~5점 4~3점 2~1점

4점

언어 사용

(15점)

어휘

(6점)
초급 수준의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하였는가

6~5점 4~3점 2~1점

4점

문법

(6점)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으로 글을 구성하였는가

6~5점 4~3점 2~1점

4점

맞춤법

(3점)
맞춤법, 띄어쓰기 등이 어법에 맞는가

3점 2점 1점

2점

총점 21점



제26회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작문형 주관식 채점 예시

※ 문항번호 46번

학생답안

  저는 러시아에서 와습니다. 지금 미극태학에서 공부해습니다. 하지만 유

럽에서 살고 싶십니다. 프랑스가 아주 좋습니다. 오년전에 프랑스에서 구경

하러 왔습니다. 커피나 방이 모두 정말 맛있서 프랑스에 다시 가고 싶습니

다. 이따가도 살고 싶습니다. 프랑스 도시의 길하고 공원들이 예쁘습니다.

  그럼 저는 살면서 매일 아줌에 일찍 커피셥에 맛있는 커피하고 샌드위치

를 먹어러 가습니다.

구분 채점 근거
점수 구분

상 중 하

내용 및 과제 수행

(9점)

1) 주어진 과제를 이해하였는가

2)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었는가

3) 내용에 일관성이 있는가

9~7점 6~4점 3~1점

6점

글의 전개 구조

(6점)

1) 내용의 전개가 자연스러운가

2) 글의 시작과 마무리를 적절하게 구성하였는가

3) 문장 간의 연결이 긴밀하며 자연스러운가

6~5점 4~3점 2~1점

2점

언어 사용

(15점)

어휘

(6점)
초급 수준의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하였는가

6~5점 4~3점 2~1점

3점

문법

(6점)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으로 글을 구성하였는가

6~5점 4~3점 2~1점

2점

맞춤법

(3점)
맞춤법, 띄어쓰기 등이 어법에 맞는가

3점 2점 1점

1점

총점 14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