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주관식 답안 작성 방법

초급

※ 41. 그림을 보고 (       )에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6점)

이 유형은 문장 구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 답안 작성 방법

❍ 정확한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야 합니다. 위 문장에 적합

한 ‘길을 가르치다, 길을 안내하다’ 등의 표현과 ‘-아/어/여 주다’라는 문

법을 사용해서 ‘길을 가르쳐 줍니다, 길을 안내해 줍니다’와 같이 쓰면 6

점을 받습니다.

❍ 문장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나 문법을 사용해서 쓰면 감점이 됩니다.

❍ 철자법이 정확하지 않으면 감점이 됩니다. 



※ [42~43] 다음 대화를 읽고 (       )에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각 

6점)

 

42. 가: 서점 앞에서 만날까요?

나: 네, 좋아요. 그럼 우리 (        )?

가: 아니요. 3시는 바빠요. 4시에 봐요. 

이 유형은 대화 구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 답안 작성 방법

❍ 대화의 앞뒤 내용을 잘 파악해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대화의 문맥에 

적합한 ‘만나다, 보다’ 등의 표현과 ‘-(으)ㄹ까요’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만날까요, 볼까요’와 같이 쓰면 6점을 받습니다.

❍ 대화의 문맥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나 문법을 사용해서 쓰면 감점이 됩

니다.

❍ 철자법이 정확하지 않으면 감점이 됩니다. 



※ [44~45] 다음 글을 읽고 (       )에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각 6

점)

 

45.   우리 회사에서 커피를 마실 때 보통 종이컵을 사용합니다. 종이컵

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그러나 돈도 많이 들고 쓰레기가 너무 많아

집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종이컵을 (     ) 했습니다.

이 유형은 이야기 구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 답안 작성 방법

❍ 초급 상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사용해 문맥에 맞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쓰지 않다, 사용하지 않다’ 등의 표현에 초급 상 수준의 문법인 ‘-기로 

(하다)’를 사용해서 ‘쓰지 않기로, 사용하지 않기로’와 같이 쓰면 6점을 

받습니다.

❍ 문맥에 적합하지 않은 어휘나 문법을 사용해서 쓰면 감점이 됩니다.

❍ 철자법이 정확하지 않으면 감점이 됩니다. 



※ [46] 다음을 읽고 150~300자로 글을 쓰십시오. (30점)

46. 여러분의 가족은 누가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무엇을 좋아합

니까?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 쓰십시오.

이 유형은 제시된 내용에 대해 긴 글을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

입니다. 

✔ 채점 기준

구분 채점 근거

내용 및 

과제 수행

(9점)

1)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2) 제시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3)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구성하였는가?

글의 

전개 구조

(6점)

1) 내용의 전개가 자연스러운가?

2) 시작과 마무리를 적절하게 구성하였는가?

3) 문장 간의 연결이 긴밀하며 자연스러운가?

언어 사용

(15점)

언어의 다양성

(9점)

초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다양하게 사용하였

는가?

언어의 정확성

(6점) 

초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하였

는가?

✔ 답안 작성 시 유의점

❍ 요구된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쓰도록 요구된 내용을 모두 포함

해야 하며, 관련이 없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감점이 됩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을 쓴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 되도록 초급 상 수준의 어휘ㆍ문법을 다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초급 하 

수준의 어휘ㆍ문법을 사용해 정확하게 쓰는 것보다 오류가 일부 있더라

도 초급 상 수준의 어휘ㆍ문법을 사용하는 것이 높은 점수를 받는 데 유

리합니다.

❍ 종결형으로 ‘-다, -습니다, -어요’를 사용해도 됩니다.



중급

※ [41~42] 제시된 표현을 순서대로 모두 사용해 한 문장으로 쓰십시

오. (각 7점)

 

41. 시간이 늦다 / 회의가 끝나다 / 바로 연락하다

이 유형은 제시어를 이용해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 답안 작성 방법

❍ 제시어를 이용해 중급다운 문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급 상 수준의 문법

인 ‘-더라도’, ‘-자마자, -는 대로’ 등을 사용해서 ‘시간이 늦더라도 회의

가 끝나는 대로 바로 연락하겠습니다.’와 같이 쓰면 7점을 받습니다.

❍ 초급이나 중급 하 수준의 문법인 ‘-(으)면’, ‘-고 나서, -(으)ㄴ 후에’, ‘-

게’ 등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감점이 됩니다.

❍ 제시어의 순서를 바꾸거나 제시어의 일부를 빼고 쓰면 감점이 됩니다.

❍ 철자법이 정확하지 않으면 감점이 됩니다. 



※ [43~44] 다음 글을 읽고 (       )에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각 8

점)

 

44.   카메라 삼각대의 다리는 세 개다. 다리의 개수에는 카메라를 안전

하게 세울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세 개의 다리가 삼각형을 이

루면 어디에서나 무게중심이 잘 잡혀서 카메라가 넘어지지 않는다. 

삼각대는 바닥이 평평한 실내보다 바닥이 울퉁불퉁한 실외에서 사용

하는 경우가 많다. 세 개의 다리가 삼각형을 이루면 장소와 관계없이 

물건의 (      ) 유리하다.

이 유형은 담화 구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 답안 작성 방법

❍ 중급 상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사용해 문맥에 맞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문맥에 적합한 ‘무게 중심을 잡다, 균형을 잡다’ 등의 표현에 중급 상의 

문법인 ‘-는 데’, ‘-기에’ 등을 사용해서 ‘무게중심을 잡는 데에, 무게중심

을 잡기에’나 ‘균형을 잡는 데에, 균형을 잡기에’와 같이 쓰면 8점을 받습

니다.

❍ 문맥에 맞는 답안을 쓰더라도 초급이나 중급 하 수준의 문법(예를 들면 

‘-(으)ㄹ 때’)을 사용할 경우 감점이 됩니다.

❍ 문맥에 적합하지 않은 어휘ㆍ문법을 사용해서 쓰면 감점이 됩니다.

❍ 철자법이 정확하지 않으면 감점이 됩니다. 



구분 채점 근거

내용 및 

과제 수행

(9점)

 1) 주제에 맞게 글을 완성하였는가?

 2) 제시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3)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였는가?

글의 

전개 구조

(6점)

 1) 시작과 마무리를 적절하게 구성하였는가?

 2) 내용의 전환에 따라 문단을 적절히 구성하였는가?

 3) 문단 간의 연결이 긴밀하며 자연스러운가?

언어 사용

(12점)

언어의 다양성

(7점)

중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다양하게 사용하였

는가?

언어의 정확성

(5점) 

중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하였

는가?

사회언어학적 

기능

(3점)

문어의 특성(종결형, 어미, 조사, 어휘 등)을 살려 문어답게 글을 

썼는가?

※ [45] 다음을 읽고 400~600자로 글을 쓰십시오. (30점)

45. 여러분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장점과 단점’

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십시오. 단, 아래에 표시한 내용이 모두 포

함되어야 합니다.

     

장점은 무엇인가? 장점이 있어서 무엇이 좋은가?

단점은 무엇인가?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유형은 제시된 내용을 이용해 조리 있게 긴 글을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하

기 위한 문제입니다. 

✔ 채점 기준 

✔ 답안 작성 시 유의점

❍ 요구된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쓰도록 요구된 내용을 모두 포함

해야 하며, 관련이 없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감점이 됩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을 쓴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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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전환되면 반드시 문단을 바꾸어 써야 합니다.

❍ 되도록 중급 상 수준의 어휘ㆍ문법을 다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초급이



나 중급 하 수준의 어휘ㆍ문법을 사용해 정확하게 쓰는 것보다 오류가 

일부 있더라도 중급 상 수준의 어휘ㆍ문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

다.

❍ 글답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딴, 되게’와 같은 구어 어휘나 ‘한테, -어 

가지고’와 같은 구어 문법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도 생략하지 

말고 꼭 써야 합니다. 또한 종결형으로 ‘-습니다, -어요’를 사용하면 감

점이 됩니다. 



고급

※ [41] 제시된 표현을 순서대로 모두 사용해서 <   >의 주제에 대한 

문장을 만드십시오. (한 문장, 40~60자, 10점)

 

41. <긍정적인 사람의 특징>

어려운 일이 닥치다 / 절망하다 / 문제를 해결하다 / 노력하다

이 유형은 제시어를 이용해 주어진 주제에 대한 문장을 만드는 능력을 평가

하는 문제입니다.

✔ 답안 작성 방법

❍ 제시어를 이용해 고급다운 문장으로 주제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

급의 문법인 ‘-더라도, -(으)ㄹ지라도’, ‘-고자’, ‘-는 데’, ‘-다는 것이다’ 

등을 사용해서 ‘긍정적인 사람의 특징은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절망하

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이다.’와 같이 쓰면 10점을 받

습니다.

❍ 초급이나 중급의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구성하면 감점이 됩니다.

❍ 주제나 제시어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제시어의 순서를 바꾸어서 쓰면 감

점이 됩니다. 한 문장으로 쓰지 않아도 감점이 됩니다.

❍ 철자법이 정확하지 않으면 감점이 됩니다. 



※ [42~43] 다음 글을 읽고 (       )에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각 

10점)

 

42.   원시인들의 벽화를 보면 당시 생존 방식과 관련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원시 초기의 벽화에는 대개 동물들이 등장했는데 그 이후에 

그려진 벽화에는 주로 해와 비 등이 나타났다. 이렇듯이 원시인들의 

벽화에서 동물이 사라지고 해와 비가 나타난 이유는 그들의 생존 방

식이 사냥에서 농사로 (                 )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벽화는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담화 구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 답안 작성 방법

❍ 고급 수준으로 문맥에 맞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문맥에 적합한 ‘바뀌다, 

변화하다, 달라지다’ 등의 표현에 ‘-기 때문이다’, ‘-ㄴ 것’, ‘(으)로 보이

다’ 등의 문법을 사용해서 ‘바뀌었기/변화했기/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와 

같이 쓰면 10점을 받습니다.

❍ 문맥에 맞는 답안을 쓰더라도 표현의 수준이 고급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감점이 됩니다.

❍ 문맥에 적합하지 않은 어휘ㆍ문법을 사용해서 쓰면 감점이 됩니다.

❍ 철자법이 정확하지 않으면 감점이 됩니다. 



구분 채점 근거

내용 및 

과제 수행

(9점)

 1) 주제에 맞게 글을 완성하였는가?

 2) 제시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3)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였는가?

글의 

전개 구조

(6점)

 1) 시작과 마무리를 적절하게 구성하였는가?

 2) 내용의 전환에 따라 문단을 적절히 구성하였는가?

 3) 문단 간의 연결이 긴밀하며 자연스러운가?

언어 사용

(12점)

언어의 다양성

(7점)

고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다양하게 사용하였

는가?

언어의 정확성

(5점) 

고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하였

는가?

사회언어학적 

기능

(3점)

문어의 특성(종결형, 어미, 조사, 어휘 등)을 살려 문어답게 글을 

썼는가?

※ [44] 다음을 읽고 700~800자로 글을 쓰십시오. (30점)

44. 여러분은 무엇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경우에 그

런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

술하십시오. 단, 아래에 제시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란>

(1) 선의의 거짓말이란 무엇인가? 

(2) 선의의 거짓말이란 언제 필요한가?

(3) 선의의 거짓말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 유형은, 제시된 내용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 채점 기준 

✔ 답안 작성 시 유의점

❍ 요구된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쓰도록 요구된 내용을 모두 포함

해야 하며, 관련이 없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감점이 됩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을 쓴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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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추어 글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전환되면 반드시 문단을 바꾸어 

써야 합니다. 

❍ 고급 수준의 어휘ㆍ문법을 다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초급이나 중급 수

준의 어휘ㆍ문법을 사용해 정확하게 쓰는 것보다 오류가 일부 있더라도 

고급 수준의 어휘ㆍ문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글의 특성에 맞는 어휘ㆍ문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리적인 글

에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어휘ㆍ문법을 사용해야 하고, 구어체 어휘ㆍ문법

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도 생략하지 말고 꼭 써야 합니다. 

또한 종결형으로 ‘-습니다, -어요’를 사용하면 감점이 됩니다. 반드시 ‘-

다’를 사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