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 및 채점 기준표 [B형]

문항 번호 정 답 배점

31 ② 4

32 ③ 4

33 ① 4

34 ③ 4

35 ② 4

36 ① 4

37 ③ 4

38 ④ 4

39 ① 4

40 ④ 4

답지

빈도

답지 번호 ① ② ③ ④ 계

정답 수 3 2 3 2 30

문항 번호 모범 답안 및 채점 기준(주관식) 배점

41

6점: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기분이 좋아졌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아졌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졌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진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기분이 좋아졌다.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하자 기분이 좋아졌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분이 좋아졌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기분이 좋아졌다.
4점: 친구를 만나고 이야기를 했더니 기분이 좋아졌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만 기분이 좋아졌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 연결어미, 종결어미로 문장의 의미가 이상해지는 경우 각각 -2
※ 형태․철자 오류: 1개 -1, 2개 이상 -2

6

42

6점: 비가 오더라도 이전에 계획한 대로 행사가 진행된다.
     비가 와도 이전에 계획한 대로 행사가 진행된다.
     비가 온다고 해도 이전에 계획한 대로 행사가 진행된다.
     비가 오지만 이전에 계획한 대로 행사가 진행된다.
     비가 오더라도 이전에 계획한 것처럼 행사가 진행된다.
     비가 오면 이전에 계획한 행사라도 진행되지 않는다.
4점: 비가 오고 이전에 계획한 대로 행사가 진행된다.
     비가 오더라도 이전에 계획했지만 행사가 진행된다.
      

※ 연결어미, 종결어미로 문장의 의미가 이상해지는 경우 각각 -2
※ 형태․철자 오류: 1개 -1, 2개 이상 -2

6



문항 번호 모범 답안 및 채점 기준(주관식)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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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 마시는 장소/곳이 아니라
4점: 마시는 곳이 아니고
2점: 마시는 곳 말고

※ 형태․철자 오류: 1개 -1, 2개 이상 -2
※ 어휘 오류: -2

6

44

6점: 게으르다는 말/소리/이야기를
     게으름뱅이라는 말을
4점: 게으르다고
     많이 잔다는 말/소리/이야기를

※ 형태․철자 오류: 1개 -1, 2개 이상 -2

6

45

6점: 보상/요인 못지않게
     보상/요인뿐만 아니라
     보상/요인만큼이나
3점: 보상보다(는)
     보상 외에
     보상도

※ 형태․철자 오류: 1개 -1, 2개 이상 -2

6

46

 ․ 제시 내용을 모두 포함하지 않은 경우: 제시 내용당 -5
 ․ 분량 400자 이하 / 600자 이상: 100자당 -5
 ․ 철자 및 문법 항목: 1~3개 -1, 4~6개 -2, 7~10개 -3
                      11~15개 -4, 16개 이상 -6

< 모범 답안 >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내가 받은 선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편지 묶음이다. 이 선
물은 초등학교 동창한테서 2년 전에 받았다. 그 친구와 나는 초등학
교 6년 동안 내내 같은 반이었다. 중학생이 되면서 나는 서울로 전학 
오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자매라고 부를 만큼 단짝이었던 우리는 헤
어지는 것이 무척 슬펐다. 그래서 우리는 매달 한 번씩은 꼭 편지를 
주고받자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서울로 온 지 얼마 
안 되어 내가 유학을 떠났기 때문이다. 귀국 후에 정신없이 지내고 
있을 때 부모님 댁으로 한 묶음의 편지가 도착했다. 놀랍게도 편지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그 친구가 보내온 것이었다. 나에게 보내려고 편
지를 썼지만 차마 보내지는 못했다는 말과 함께 10여 년 동안 그 친
구가 생각하고 느낀 것을 적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나는 그 편지에 
정말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했다. 부모님 외에도 늘 나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뒤로 우리는 다시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
고 있다.
  내 인생에서 그 친구가 나에게 보내 준 것만큼 기억에 남는 선물
이 있을까? 친구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나는 친구의 마음을 받
았다.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