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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Essay 출제의도 및 평가지침

1. 출제 의도 및 근거 : 
   
   이번 글로벌인재(독일어) 전형의 Essay 시험은 공교육 정상화 정책에 부합하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보

편적으로 다루는 소재를 선택하였다. 지나치게 세부적이거나 특수한 지식을 묻는 문제를 지양하고.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고, 시사성 있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수험자들에게 소

재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독일어 독해, 표현 능력과 논리적 비판, 사고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도록 

제시문과 질문문항을 밀접하게 연관시켰다. 또한 글로벌 인재전형의 취지에 맞게 세계시민으로서 지구촌의 문제점

을 이해하고, 실천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유도하였다.  

 <출제근거>
교과서명 출판사 대표저자 세부단원명 페이지

Deutsch Ⅰ 경기도교육청 박현선 외 3인
12과 Wie ist das Wetter?

     (날씨와 기후 표현하기)

130~139

170~181

DeutschⅡ 경기도교육청 양도원 외 3인
11과 Das Leben auf dem Land/ohne Auto

     (시골생활-자동차 없는 삶)
154~163

독일어회화Ⅱ 경기도교육청 양도원 외 3인 9과 Umweltschutz(환경보호) 중요성 120~133

독일어권문화 부산교육청 김점미 외 3인 7과 5.친환경 경제운동 151~154

독일어독해Ⅰ 부산교육청 권정혜 외 3인 12과 Umweltschutz(환경보호) 186~201

사회문화 금성출판사 박선웅 외 5인 6-3. 지구촌시대의 문제와 대응방안 254~255

한국지리 금성출판사 서태열 외 7인 2-4. 인간과 환경의 조화로운 관계
3. 기후환경의 변화

66~67

100~101

세계지리 비상교육 위상복 외 14인 Ⅵ. 기후환경의 변화 262~267

생활과윤리 미래엔 정창우 외 11인 Ⅲ-3 환경문제에 대한 윤리적 고려 138~151

철학 경북교육청 문성학 외 5인 Ⅲ-2 생명과 환경: 자연 129~140

Studio d B1 Cornelsen Funk, Kuhn, 
Demme, Winzer Lektion 6: Klima und Umwelt 104~118

Themen aktuell 2 HUEBER Aufderstraße, Bock, 
Müller, Lektion 6: Natur und Umwelt 73~84

2. 평가 항목과 기준

(1) 내용의 정합성과 문단 구성 및 논지 전개

    가. 서론: 최근 독일 및 유럽사회에서 환경도시 내지는 생태도시에 대한 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환경도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의 도시가 아시아의 층위에서 이러한 명칭을 지닐 수 
있는가? 어떤 점에서 그러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는가? 

    나. 본론: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크게 부각되는 환경과 자연친화적인 삶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지니고 
있는가? 환경도시를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 및 실천방안과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가? 도시에서 자동차 없는 삶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과정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 자기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다. 결론: 환경보호 내지는 환경친화적인 삶에 대한 관심과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해 
         본인의 주장과 논리 그리고 그 근거가 잘 제시되고 있는가? 환경친화적인 삶에 대한 기준 제시와 

한국의 청소년들이 이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가 타당성 있는 적절한 논점에 이르고 있는가? 
청소년의 환경보호에 관한 실천적 행동을 자신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는가? 

(2) 독창성과 논리성
       가. 내용과 문단 구성의 적절성 
       나. 독창적 사고와 논리적 서술의 타당성
       다. 논제 제기 과정의 적정성 
       라. 주제 설정의 명확성
       마. 에세이 서술의 통일성과 응집력  

(3) 전체 구조 : 서론, 본론, 결론의 에세이 구성을 유기적으로 전개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이해와 소통       
       (Kommunikative Gestaltung)의 관점에서 문장구조를 지니고 있는지도 함께 하는지 평가한다.

(4) 독일어 표현 ․ 문법 ․ 철자 : 문장론(Syntax), 형태론(Morphologie)과 정서법에 따른 문장형식의 정확성 
(Formale Richtigkeit)을 평가한다.

(5) 형식과 분량 : 지시사항(Allgemeine Hinweise)의 준수 여부, 분량 등을 평가한다.

3. 평가 항목 별 비중
내용의 정합성과 문단 구성 

및 논지 전개 독창성과 논리성 전체 구조 독일어 표현․문법․철자 형식과 분량

50% 30% 10% 10%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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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 평가 지침
각 Essay를 전체적으로 A+, A, B+, B, Fail로 평가하면서, 위의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의 총점을 

90±6으로, 즉 84점～96점 사이에서 채점한다. 아주 우수한 Essay에 대해서는 97점～100점으로, 기준 이하의 Essay에 
대해서는 80점～83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84점～96점 범위에 드는 Essay의 채점에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서, 가능한 1
점 단위의 등위로 상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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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