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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인재(영어) 모의Essay 출제의도 및 평가지침

1. 출제의도 : 

본 글로벌인재(영어) 모의 에세이 시험에서는 소비자행태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제시된 관련 이론들을 바탕으로 
수험생들이 주어진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도록 출제되었다.  출제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교과서 중 
<경제>의 ‘소비의 상호 의존성과 합리적 소비’, <사회와 문화>의 ‘현대사회와 사회변동“에 기초하여 통상적인 교
과 과정 수준에 부합하는 주제가 다루어지도록 하였다. 

지문[A]는 소비자의 행태와 의도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 져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몇 가지 이유들이 설명되었
다. 지문[B]에서는 “인지부조화”라는 개념이 설명되어 있다. 이는 자신의 믿음 또는 신념이 실지로 직면하게 된 현
실, 사실과 서로 불일치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 불편함, 불한함, 불확실성 상태를 지칭한다. 인간은 이러한 불확실, 
불편한 심리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화를 통해 균형점을 찾으려 한다. 소비행위 전후에 이런 현상들이 자주 발
생한다. 지문[C]는 소비자와 기업간 신뢰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역할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본 에세이 지문 [A][B][C]는 매우 평이하며 문장의 난이도, 어휘 등을 수능영어의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
도록 조정하였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본 모의 에세이 출제에서는 사전지식이나 기계적인 글쓰기 훈련, 단순한 요
약, 어려운 지문의 독해력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주어진 지문을 활용하고 연결시켜 논
리적으로 주장을 전개해 나가는가에 평가의 초점을 두고 있다.  

2. 평가 항목과 기준

(1) 내용의 정합성과 문단 구성 및 논지 전개: 
a. Task 1: Based on the passage [A],[B], and [C]. write an essay on "consumer behavior." 

소비자의 행태, 행위에 관한 질문이므로 단순히 지문 [A][B][C]를 요약. 반복, 재생해서는 안 되며 얼마나 수험생
의 주장, 가치판단 견해가 포함되어 있는가가 핵심.

b. Task 2: Your discussion must address, but not necessarily be limited to, the following: how the 

case of [B] is understood with the ideas described in [A], and how the notion of "trust" in [C] can 

be related to the case of [B].

다만 수험생이 [B]에서 제시된 인지부조화이 개념과 [C]에서 제시된 신뢰의 개념을 활용하여 주장을 전개해나가는
가가 또 다른 평가요소.

(2) Original Ideas and Logical Discourse : Exposition of basic problem, thesis statement, topic sentences 
for main ideas, unity and coherence, specific and various support, etc.

(3) 전체 구조 : 서론, 본론, 결론의 formal essay 구성을 유기적으로 전개하는지 평가한다.

(4) 영어 표현․문법․철자 : Appropriateness of word choices and collocations, Accuracy of grammar, 
spelling, and punctuation.

(5) 형식과 분량 : 지시사항(General Direction)의 준수 여부, 분량 등을 평가한다.



3. 평가 항목 별 비중

형식과 분량 내용의 정합성과 문단 구성 
및 논지 전개

Original Ideas and 
Logical Discourse 전체 구조 영어 표현․문법․철자

감점 50% 30% 10% 10%

*형식과 분량에 대한 감점은 변별기준으로 과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평가한다.

4. 종합 평가 지침

종합점수 A+
(100-97)

A
(96-91)

B+
(90-84)

B
(83-80)

Fail
(59-50)

평가내용

모든 평가 
항목을 
충족시키는 
또는 그 
이상으로  
우수한 Essay

논제의 내용에 정합하고 
평가항목을 거의 
충족시키며, 생각이 심화 
발전적이고 (원인분석, 
목적 지향)  논리적인 
Essay

논제의 내용에 
적절하고 평가항목을 
상당히 충족시키며 
논제에 대한 생각의 
심화가 미흡한 Essay

논제의 내용이 
부실하고, 
평가항목 기준 
이하인 Essay 

-논제와  
관계없이 
피상적인 
Essay
-10행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