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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K Ⅱ 쓰기 답안 작성 방법

※ [51~52] 다음을 읽고 (     )에 들어갈 말을 각각 한 문장씩으로 쓰십  

   시오. (각 10점) 

51.
초대합니다. 

  한 달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집안 정리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         ㉠         ). (         ㉡         )? 

  그 시간이 괜찮으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유형은 담화 구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 답안 작성 방법

❍ 답안을 작성할 때는 담화의 앞뒤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 

㉡의 앞이나 뒤에 있는 문장들을 잘 살펴보고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문장을 구성할 때는 중급 수준의 표현과 문법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의 경우 담화의 문맥에 적합한 ‘집들이를 하다’라는 어휘와 ‘-(으)ㄹ까 하

다’, ‘-(으)ㄹ 생각입니다’ 등의 문법을 사용해서 ‘집들이를 할까 합니다.’, ‘집

들이를 할 생각입니다’와 같이 쓰면 5점을 받습니다. ㉡의 경우 문맥에 적합한 

‘○월 ○일 ○시’에 ‘오다’, ‘어떻다’, ‘시간이 되다’라는 표현과 ‘-(으)시겠습니

까?’, ‘-(으)신지요?’ 등의 문법을 사용해서 ‘○월 ○일 ○시에 와 주시겠습니

까?’, ‘○월 ○일 ○시에 시간이 괜찮으신지요?’와 같이 쓰면 5점을 받습니다. 

❍ 문맥에 맞는 답안을 쓰더라도 초급 수준의 문법을 사용할 경우 감점이 됩니다. 

❍ 담화의 문맥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나 문법을 사용해서 쓰면 감점이 됩니다.

❍ ㉠의 경우 초급 수준의 문법인 ‘-고 싶다’, ‘-(으)ㄹ 것이다’ 등을 사용하거나 

적확하지 않은 문법인 ‘-기로 하다’ 등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감점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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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의 경우 격식적이지 않은 문법인 ‘-(으)ㄴ가요?’, ‘-아/어요’ 등을 사용

해서 문장을 만들면 감점이 됩니다. 

❍ 철자법이 정확하지 않으면 감점이 됩니다. 

❍ 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광고문이나 안내문 등을 읽어 보고 어떤 내용으

로 구성하는지, 어떤 표현과 문법을 사용하는지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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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다. 몸집이 큰 고래도 칭찬을 하

면서 훈련을 시키면 사람들 앞에서 멋진 쇼를 보여주게 된다. 이는 아이들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을 기르면서 (            ㉠           ). 

그러므로 (            ㉡            ). 

이 유형은 담화 구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 답안 작성 방법

❍ 답안을 작성할 때는 담화의 앞뒤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 

㉡의 앞이나 뒤에 있는 문장들을 잘 살펴보고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문장을 구성할 때는 중급 수준의 표현과 문법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의 경우 담화의 문맥에 적합한 ‘칭찬을 하다’와 ‘잘 성장하다’라는 표현에 

‘-(으)면 -(으)ㄹ 것이다’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칭찬을 하면 잘 성장할 것이

다’와 같이 쓰면 5점을 받습니다. ㉡의 경우 문맥에 적합한 ‘아이들에게 칭찬

을 자주 하다’라는 표현에 ‘-(으)ㄴ/는 것이 좋다’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아이

들에게 칭찬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와 같이 쓰면 5점을 받습니다. 

❍ 문맥에 맞는 답안을 쓰더라도 초급 수준의 문법을 사용할 경우 감점이 됩니다. 

❍ 담화의 문맥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나 문법을 사용해서 쓰면 감점이 됩니다. 

❍ 철자법이 정확하지 않으면 감점이 됩니다. 

❍ 다양한 장르의 글을 읽으면서 내용을 어떻게 전개시키는지, 문장과 문장을 어

떻게 연결하는지, 각각의 담화 표지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등을 알아 두면 도

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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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다음 표를 보고 인터넷의 장단점에 대해 쓰고, 인터넷을 잘 이용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0~300자로 쓰십시오. (30점) 

   

이 유형은 제시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제에 맞게 글을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 채점 기준

구분 채점 근거
점수 구분

상 중 하

내용 

및 

과제 수행

(7점)

1)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2)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는가?

3) 주어진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

하였는가?

6~7점 3~5점 0~2점

글의 전개 

구조

(7점)

1) 글의 구성이 명확하고 논리적인가?

2) 글의 내용에 따라 단락 구성이 잘 이루

어졌는가?

3) 논리 전개에 도움이 되는 담화 표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조직적으로 연결하였

는가?

6~7점 3~5점 0~2점

언어

사용

(8x2=16점)

1) 문법과 어휘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사용

하며 적절한 문법과 어휘를 선택하여 사

용하였는가?

2) 문법, 어휘, 맞춤법 등의 사용이 정확한

가?

3) 글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격식에 맞게 

글을 썼는가?

7~8점

(x2)

4~6점

(x2)

0~3점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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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내용 및 과제수행(7점) 전개 구조(7점) 언어 사용(16점)

상
A 7 7 8(x2)

B 6 6 7(x2)

중
C 4~5 4~5 5~6(x2)

D 3 3 4(x2)

하
E 2 2 3(x2)

F 0~1 0~1 0~2(x2)

✔ 답안 작성 방법

❍ 답안을 작성할 때는 요구된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요구된 내용을 모

두 포함해야 하며 관련이 없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감점이 됩니다. 전혀 관련

이 없는 내용을 쓴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 내용을 구성할 때는 제시된 정보를 글로 풀어쓰고 거기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

여 하나의 글로 완성하도록 합니다. 

❍ 글을 조리 있게 전개해야 하며 도입-전개-마무리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

니다. 그리고 내용이 전환되면 반드시 문단을 바꾸어 써야 합니다.

❍ 문장을 구성할 때는 중급 수준에 맞는 어휘와 문법을 다양하고 정확하게 사용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중급 상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

다. 초급이나 중급 하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사용해 정확하게 쓰는 것보다 오

류가 일부 있더라도 중급 상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

니다.

❍ 글의 특성에 맞게 문어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딴, 되게’와 같은 구어 

어휘나 ‘한테, -아/어 가지고’와 같은 구어 문법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

사도 생략하지 말고 꼭 써야 합니다. 또한 종결형으로 ‘-ㅂ/습니다, -아/어요’

를 사용하면 감점이 됩니다. 

❍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 도표나 그래프 등을 글로 풀어서 설명하고 거기에 자신

의 의견을 덧붙여 하나의 글로 완성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글을 쓰기 전에 도입, 전개, 마무리의 각 단계를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지 미리 

개요 표를 작성해 놓으면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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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다음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700자로 글을 쓰십시오.  

   (50점)

   

이 유형은 제시된 주제와 과제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 채점 기준

구분 채점 근거
점수 구분

상 중 하

내용 

및 

과제 수행

(12점)

1)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2)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는가?

3)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였는

가?

12~9점 8~6점 4~0점

글의 전개 

구조

(12점)

1) 글의 구성이 명확하고 논리적인가?

2) 중심 생각이 잘 구성되어 있는가?

3) 논리 전개에 도움이 되는 담화 표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조직적으로 연결하였

는가?

12~9점 8~6점 4~0점

언어

사용

(13x2=26점)

1) 문법과 어휘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사용

하며 적절한 문법과 어휘를 선택하여 사

용하였는가?

2) 문법, 어휘, 맞춤법 등의 사용이 정확한

가?

3) 글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격식에 맞게 

글을 썼는가?

10~13점

(x2)

6~9점

(x2)

0~5점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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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내용 및 과제수행(12점) 전개 구조(12점) 언어 사용(26점)

상
A 11~12 11~12 12~13(x2)

B 9~10 9~10 10~11(x2)

중
C 7~8 7~8 8~9(x2)

D 5~6 5~6 6~7(x2)

하
E 3~4 3~4 4~5(x2)

F 0~2 0~2 0~3(x2)

✔ 답안 작성 방법 

❍ 답안을 작성할 때는 요구된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요구된 내용을 모

두 포함해야 하며 관련이 없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감점이 됩니다. 전혀 관련

이 없는 내용을 쓴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 글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도입-전개-마무리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전환되면 반드시 문단을 바꾸어 써야 합니다. 

❍ 문장을 구성할 때는 고급 수준에 맞는 어휘와 문법을 다양하고 정확하게 사용

해야 합니다. 중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사용해 정확하게 쓰는 것보다 오류

가 일부 있더라도 고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글의 특성에 맞게 문어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리적인 글에 전형적으

로 사용되는 어휘와 문법을 사용해야 하며 구어적인 어휘와 문법은 절대 사용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도 생략하지 말고 꼭 써야 하며 종결형으로 ‘-ㅂ/습니

다’나 ‘-아/어요’를 사용하면 감점이 되므로 반드시 ‘-(ㄴ/는)다’를 사용해야 

합니다.  

❍ 사회적인 내용이 담긴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정리해 보고 이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글로 완성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글을 쓰기 전에 도입, 전개, 마무리의 각 단계를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지 미리 

개요 표를 작성해 놓으면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