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say 출제의도 및 평가지침

1. 출제의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는 치사율 면에서 SARS보다 위협적이기는 하나 환자와 직
접적인 접촉이 없는 한 공기전염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덜 위협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MERS사태에 대한 중
국인의 반응은 다소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였다. 이는 지문 (1)과 (2)에 각각 잘 요약되어 있는데, 지문 (1)의 사실에 근거
하여 지문 (2)의 대응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첫째 문제이다. 둘째는 한국에서 최근 MERS가 급속히 확산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게 하는 문제이다. 이 두 문제는 각각 여러 가지 정답이 나올 수 있다. 이는 수험생의 
시사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정도를 측정하는 것 뿐 만아니라, 위기 대응에 대한 논리적 사고와 분석 및 판단 능력을 측
정하려는 의도이다.          

2. 평가 항목과 기준
전체적으로 수험생의 구체적이며 논리적인 아이디어 도출 능력과 작문능력을 평가 한다
(1) 내용의 정확성 : 적절하고 정확한 주제 확립과 제시문의 함의 분석 그리고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

a. Task 1: 
한국의 MERS 전염에 대한 중국인의 대응은 정당하다고 진술할 수도 있고, 지나치다고 진술할 수도 있다. 평가의 핵심
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거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가이다.
   
b. Task 2: 
한국의 MERS 만연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나, 의료진의 미숙한 대응, 잠재 환자의 무책임한 행
동, 대다수 국민의 정보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거론될 수 있다. 평가의 기준은 이들 중 어떤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고 생각하는지 근 판단 근거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가이다.  

(2) 독창적인 견해와 논리적인 흐름 : 
    독자적인 사고로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여부
    논리적인 주장 구성 및 전개 능력 여부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한 검토 능력 여부 

(3) 전체 구조 문단 구성 및 논지 전개 :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이 유기적으로 치밀하게 전개되는지 평가한다. 각 문단의 구성이 두괄식 혹은 

미괄식으로 논지 전개가 뚜렷하고, 문단으로서의 완결된 구조를 갖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하나의 문단이 
하나의 중점적인 정보나 견해를 표현하며 그 이외의 성분은 주요 논지를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4) 중국어 표현․문법․철자 : 
     자연스러운 표현, 적절한 단어 선택, 정확한 구문, 구두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형식과 분량 : 제한된 분량 내에서 완정된 한 편의 논술을 완성하였는지를 평가. 지시사항(일반 지침)의 준수 여부, 분
량의 초과 및 미달 여부 등을 감점

2. 평가 항목 별 비중

형식과 분량 내용의 정합성과 문단 구성 및 
논지 전개 독창적 견해와 논리적 흐름 전체 구조 중국어 표현․문법․철자

감점 50% 30% 10%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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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점으
로 평가할 수 있다. 84점～96점 범위에 드는 Essay의 채점에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서, 가능한 1점 단위의 등위로 상대 평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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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