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제27회)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부분점수 인정 기준표

번호 정답(점수) 부분점수(기준)
비고

(참고사항)

41

남자가 자전거 연습을 하고 있는 그림

 → 남자는 자전거를 잘 (        ).

6점:

- 못 타요, 못 탔어요

- 타지 못해요, 타지 못했어요

- 탈 수 없어요, 탈 수 없었어요

- 탈 줄 몰라요

- 못 타는 것 같아요

<감점 조건>

① ‘타다’와 같은 의미의 어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② ‘못’, ‘-ㄹ 수 없다’ ‘-줄 모르다’ 등과 같은 문

법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 

③ 형태적 오류가 있는 경우

5점: 

① 핵심 어휘와 의미는 유사하나 앞의 문장 성분과 

호응이 맞지 않는 경우

  - 운전 못 해요

② 의미는 통하나 제시된 그림을 표현하기에 어색

한 경우

 - 타고 싶어해요

③ 핵심 어휘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의미가 통하는 

경우

 - 연습하고 있어요

4점:

① 핵심 어휘와 목표 문법을 사용하였으나 과거 시

제를 사용한 경우

② 적절하지 않은 부정 표현을 사용한 경우

 - 안 타요, 탈 줄 못 해요

③ 의미는 통하나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 경우

  - 타고 싶어요

④ 의미는 통하나 문맥이 어색한 경우

  - 못 해요 

2점:

① 관련된 어휘를 사용하였으나 의미가 어색한 경

우

 - 연습했어요, 배우지 못했어요 

1점: 

① 관련된 어휘를 사용하였으나 의미가 통하지 않

는 경우

 - 타요, 배웠어요, 몰라요

② 목표 문법을 사용하였으나 문장을 구성하지 못

한 경우

 - 못, 지 못하다, 을 수 없다



번호 정답(점수) 부분점수(기준)
비고

(참고사항)

42
가: 어제 뭘 샀어요?

나: 명동에서 (               ).

가: 어떤 시계예요?

6점: 

- 시계를 샀어요

<감점 조건>

① ‘시계, 사다’와 같은 의미의 어휘를 제대로 사

용하지 못한 경우 

② ‘을/를’과 같은 문법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 

③ 형태적 오류가 있는 경우

5점:

① 조사를 생략한 경우

 - 시계 샀어요

② 이형태로 잘못 쓴 경우

 - 시계을 샀어요

4점:

① 조사를 잘못 사용한 경우

 - 시계가 샀어요

② 시제를 잘못 사용한 경우

  - 시계를 사요, 시계를 살 거예요

  

2점:

① 의미는 통하나 구어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생략

된 표현인 경우 

 - 시계요

1점:

① 핵심 어휘의 일부만 쓴 경우

  - 시계, 시계예요

  - 샀어요

 

② 목표 문법의 일부만 쓴 경우

 - (다른 물건)을/를 샀어요

 - 뭘 샀어요



번호 정답(점수) 부분점수(기준)
비고

(참고사항)

43
가: 의사 선생님, 감기에 걸렸어요.

나: 그래요? (               )?

가: 아니요. 목은 괜찮은데 머리가 아파

요.

6점: 

- 목이 아파요, 목도 아파요

<감점 조건>

① ‘목, 아프다’와 같은 의미의 어휘를 제대로 사

용하지 못한 경우

② ‘이/가’와 같은 문법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

③ 형태적 오류가 있는 경우

5점:

① 조사를 생략한 경우

 - 목 아파요

② 이형태로 잘못 쓴 경우

 - 목가 아파요

③ 핵심 어휘와 목표 문법을 사용하였으나 과거 시

제를 사용한 경우

  - 목이 아팠어요

4점:

① 조사를 잘못 쓴 경우

 - 목을 아파요

② 핵심 어휘와 목표 문법을 사용하였으나 미래 시

제를 사용한 경우

 - 목이 아플 거예요

2점:

① 의미는 통하나 이어지는 대답과 호응이 맞지 않

는 경우

 - 머리는 어떠세요, 머리가 괜찮아요

 

1점:

① 의미는 통하나 문맥이 어색한 경우

 - 약 먹었어요

②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대로 쓴 경우

  - 감기에 걸렸어요

③ 목표 어휘의 일부만 쓴 경우

 - 목, 목이에요



번호 정답(점수) 부분점수(기준)
비고

(참고사항)

44
요즘 매일 학교에 가는 버스에서 한 여학

생을 만납니다. 그 여학생은 머리가 길고 

눈이 크고 예쁩니다. 아침마다 그 여학생

을 만날 생각에 행복합니다. 오늘도 그 

여학생을 또 (       ) 같아서 기분이 좋

습니다.

6점:

- 만날 것, 만날 수 있을 것

- 볼 것, 볼 수 있을 것

<감점 조건>

① ‘만나다, 보다’ 등과 같은 의미의 어휘를 제대

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② ‘-ㄹ 것’과 같은 문법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하

지 못한 경우

③ 형태적 오류가 있는 경우

5점:

① 관형형 시제를 잘못 쓴 경우

 - 만나는 것, 만난 것

4점:

① 의미는 통하나 문맥이 어색한 경우

 - 생각할 것, 좋아할 것

② 복합 문법 구성 요소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잘

못 쓴 경우

 - 만난, 만날, 만나는, 만날 수

3점: 

① 핵심 어휘를 사용하였으나 연결어미가 어색한 

경우

 - 만나고, 만나면, 만나서

2점:

① 핵심 어휘를 사용하였으나 종결어미를 사용한 

경우

  - 만나요

 



번호 정답(점수) 부분점수(기준)
비고

(참고사항)

45
여러분은 거울이 깨끗하지 않을 때 어떻

게 하십니까? 보통 수건으로 거울을 닦습

니다. 그렇지만 쉽게 깨끗해지지 않지요? 

거울을 (           ) 신문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신문을 공처럼 만든 후에 그것

으로 닦으십시오.

6점:

- 닦을 때(는), 깨끗하게 할 때(는)

<감점 조건>

① ‘닦다, 깨끗하게 하다’ 등과 같은 의미의 어휘

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② ‘-ㄹ 때’와 같은 문법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하

지 못한 경우

③ 형태적 오류가 있는 경우

5점:

① 관형형 시제를 잘못 쓴 경우

  - 닦는 때, 닦은 때

② 핵심 어휘와 의미는 유사하나 연어 관계가 어색

한 어휘를 사용한 경우

 - 청소할 때, 깨끗하게 만들 때

③ 의미는 통하나 문맥이 어색한 경우

 - 수건으로 닦지 말고

4점:

① ‘조건’의 의미를 가진 연결어미를 사용하였으나 

문맥이 어색한 경우

  - 닦고 싶으면, 닦으려면

3점:

① 의미는 통하나 앞의 문장 성분과의 호응이 어색

한 경우

  - 깨끗하지 않을 때, 청소하는 방법은

  

2점:

① 핵심 어휘를 종결형으로 사용한 경우

  - 닦아요

  - 깨끗하게 닦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 핵심 어휘를 사용하였으나 문맥에 맞지 않는 연

결어미를 사용한 경우

  - 닦고, 닦을, 닦아서, 닦으러, 닦으려고

1점: 

① 목표 문법을 사용하였으나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경우

 - 깨끗할 때

② 목표 문법의 일부만 쓴 경우

 - 을 때

 



번호 답(점수) 부분점수(기준)
비고

(참고사항)

46
구분 채점 근거

점수 구분

상 중 하

내용 및 

과제 

수행

(9점)

1)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2) 제시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3) 내용에 일관성이 있는가?

9~7점 6~4점 3~0점

글의 

전개 

구조

(6점)

1) 내용의 전개가 자연스러운가?

2) 시작과 마무리를 적절하게 구성하였는가?

3) 문장 간의 연결이 긴밀하며 자연스러운가?

6~5점 4~3점 2~0점

언어 

사용

(15점)

언어의 

다양성

(9점)

초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다양하게 사용하

였는가?
9~7점 6~4점 3~0점

언어의 

정확성

(6점)

초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하

였는가?
6~5점 4~3점 2~0점

24점 이상

 -작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효과적인 구조로 150~300자 정도를 쓰고, 초급의 전반적인 표현들을 정확하

고 적절하게 사용하였을 때 

 18~23점 

 -작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효과적인 구조로 150~300자 정도를 쓰고, 초급의 표현들을 적절하게 사용하

였을 때

 15~17점

 -작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절한 구조로 150~300자 정도를 쓰되, 초급의 기본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였

을 때

 8~14점 

 -작문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구조 등이 150자 미만으로 초급 수준에 못 미쳤을 때 

 6~7점 

 -작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40~50자 미만으로 썼을 때 

 1~5점

 -작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40~50자 미만으로 쓰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 때

 0점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른 주제로 썼거나 시험지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 썼을 때



제27회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작문형 주관식 채점 예시 

※ 문항번호 46번 

학생답안

 저는 수영을 잘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수영 선수이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수영장에 

다녔습니다. 그 때부터 저는 아버지처럼 수영을 잘하고 싶어서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래서 지금 저는 수영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또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수영 동아리를 만들

어서 일요일마다 수영을 즐겁게 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수영을 하는 것이 아주 재미있어

서 시험이 끝날 때도 수영을 했습니다.

 저는 수영을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영을 한 후에 잠을 잘 자는 것이 있어서 건

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영을 자주 하고 싶습니다.

구분 채점 근거
점수 구분

상 중 하

내용 

및 

과제 수행

(9점)

1)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2) 제시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3) 내용에 일관성이 있는가?

9~7점 6~4점 3~0점

8

글의 

전개 구조

(6점)

1) 내용의 전개가 자연스러운가?

2) 시작과 마무리를 적절하게 구성하였는가?

3) 문장 간의 연결이 긴밀하며 자연스러운가?

6~5점 4~3점 2~0점

6

언어 사용

(15점)

언어의 

다양성

(9점)
초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는가?

9~7점 6~4점 3~0점

8

언어의 

정확성

(6점) 
초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하였는가?

6~5점 4~3점 2~0점

5

총점 26

<작문 채점 내용>

․ 내용 및 과제 수행: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잘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잘하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음.

․ 글의 전개 구조: 수영을 잘하게 된 이유와 수영을 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시하면서  

글을 시작하였으며 단락을 바꾸어 수영을 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글을 마무리함.

․ 언어 사용: 밑줄 친 부분 등과 같이 초급의 표현들을 비교적 다양하고 정확하게 사용함.



제27회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작문형 주관식 채점 예시 

※ 문항번호 46번 

학생답안

 저는 영어를 잘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영어로 편하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영어를 잘 하

기로 노력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매일 연습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

과 영어로 자주 말합니다. 또 영어책, 잡지하고 영화를 자주 봤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외국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외국여행 가기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여러 공부와 회사 

일을 하는 것에 좋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영어를 공부 합니다. 

구분 채점 근거
점수 구분

상 중 하

내용 

및 

과제 수행

(9점)

1)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2) 제시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3) 내용에 일관성이 있는가?

9~7점 6~4점 3~0점

5

글의 

전개 구조

(6점)

1) 내용의 전개가 자연스러운가?

2) 시작과 마무리를 적절하게 구성하였는가?

3) 문장 간의 연결이 긴밀하며 자연스러운가?

6~5점 4~3점 2~0점

4

언어 사용

(15점)

언어의 

다양성

(9점)
초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는가?

9~7점 6~4점 3~0점

5

언어의 

정확성

(6점) 
초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하였는가?

6~5점 4~3점 2~0점

3

총점 17

<작문 채점 내용>

․ 내용 및 과제 수행: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잘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잘하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 제시하고 있지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감점이 됨.

․ 글의 전개 구조: 영어를 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시하면서 글을 시작하였으며 단락을 

바꾸어 영어를 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글을 마무리하였으나 문장 간의 연결이 자

연스럽지 않아 감점이 됨.

․ 언어 사용: 밑줄 친 부분 등과 같이 초급의 표현들을 사용하였으나 정확성과 적절성이 떨어짐.



제27회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작문형 주관식 채점 예시 

※ 문항번호 46번 

학생답안

 저는 운등이 잘합니다. 하지만 특별한은 것 아닙니다. 운동이 좋아합니까 초학교때 부터 조깅을 좋습

니다. 운등대회랑 마라튼 대회에 몇번도 출전했습니다. 지금도 집안의 일이 끝나면 오전중 집의 가까

운 장소까지 조깅로 갑니다. 조깅은 일주일에 2번 하고 있습니다. 2주간이상 조깅을 하지 아나면 더 

몸을 문제가 있습니다. 운등은 건강이랑 다이어트 때문에 앞으로도 조깅때 운동도 잘하고 싶습니다.

구분 채점 근거
점수 구분

상 중 하

내용 

및 

과제 수행

(9점)

1)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2) 제시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3) 내용에 일관성이 있는가?

9~7점 6~4점 3~0점

2

글의 

전개 구조

(6점)

1) 내용의 전개가 자연스러운가?

2) 시작과 마무리를 적절하게 구성하였는가?

3) 문장 간의 연결이 긴밀하며 자연스러운가?

6~5점 4~3점 2~0점

2

언어 사용

(15점)

언어의 

다양성

(9점)
초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는가?

9~7점 6~4점 3~0점

2

언어의 

정확성

(6점) 
초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하였는가?

6~5점 4~3점 2~0점

2

총점 8

<작문 채점 내용>

․ 내용 및 과제 수행: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잘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잘하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조깅을 언제 하는지 왜 하는지 등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감점이 됨.

․ 글의 전개 구조: 시작과 마무리를 구성하였으나 문장 간의 연결의 긴밀성이 떨어지고 내용 전개

가 자연스럽지 않아 감점이 됨.

․ 언어 사용: 밑줄 친 부분 등과 같이 초급의 표현들을 사용하였으나 정확성이 매우 떨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