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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Essay 출제의도 및 평가지침

1. 출제 의도 및 근거 : 

  이번 글로벌 인재(독일어) 전형의 Essay 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부합될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여 
지나치게 세부적이거나 특수한 지식을 묻는 문제를 지양하였다. 또한 여러 교과서에 반복적으로 수록된 주제뿐만 
아니라 시사성 있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수험자들에게 소재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부각될 수 있는 화두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출제 근거>
교과서명 출판사 대표저자 세부단원명 페이지

Deutsch Ⅰ 천재교육 양도원 6과 Was machen Sie gern?(여가활동) 80~95

Deutsch Ⅰ 교학사 이광숙 5과 Mein Hobby ist Tennis.(여가활동) 77~92

Deutsch Ⅱ 서울시교육청 양도원 3과 Freizeit der Deutschen(여가활동) 40~54

독일어Ⅰ수능특강 EBS 정병우 9과 취미와 여가생활 73~81

법과정치 천재교육 김왕근 9과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행복추구권 82

생활과윤리 천재교육 변순용 Ⅴ-03 사회복지문제와 윤리 190~191

사회문화 교학사 김영순 Ⅳ-03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제도 172~173

„Berliner Platz 2“ Langenscheidt Christiane Lemcke Einheit 19. Freizeitaktivitäten 78-87

„Tangram aktuell 1“ Hueber Rosa-Maria Dallapiazza Lektion 5 Arbeit und Freizeit 1-14

„studio d“ Deutsch
als Fremdsprache Cornelsen Funk Einheit 4. Aktiv in der Freizeit 60-67

„Ausblick 1“ Deutsch 
für Jugendliche und 
junge Erwachsene

Hueber Anni Fischer Einheit 3. Freizeit 30-34

2. 평가 항목과 기준

(1) 내용의 정합성과 문단 구성 및 논지 전개
 가. 서론: 여가시간에 대한 젊은 세 사람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해한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나. 본론: 한국에서 한국의 젊은이를 포함한 다양한 국적의 젊은이들이 보내는 여가시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해 자기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하고 있는가?

 다. 결론:  한국의 젊은이와 비교해서 여가시간에 대한 본인의 주장과 논리 그리고 그 근거가 잘 제시되고     
  있는가? 여가시간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가 타당성 있는 적절한 논점에 이르고 있는가?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사회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가 또는 사회의 역할에 대한    
  본인의 의견이 잘 서술되고 있는가?

(2) 독창성과 논리성
  가. 독창적 사고와 논리적 서술의 타당성
  나. 논제 제기과정의 적정성
  다. 주제 설정의 명확성



  라. 내용과 문단 구성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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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phologie과 정서법에 따른 문장형식의 정확성 Formale Richtigkei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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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