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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숙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핵심과 논리를 매우 정확하고 체
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력
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수업 내용
을 스스로 고민하고 해석하는 자
세가 돋보입니다.

주제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관
련된 내용을 논리적이고 체계적
으로 활용하여 답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 매우 체계적이고 설
득력있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
니다. 학자로서의 가능성이 보입
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상당히 정확하
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수업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보입니다. 이해를 넘어 스
스로 사고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핵심적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
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답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 비교적 짜임새 있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
습니다. 핵심 내용에 대한 적극적 
해석이 돋보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비교적 정확하
게 파악하고 충분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수업 내용과 질문의 핵심을 잘 파
악하여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적절하게 주어진 질문에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체계적인 글 구성을 통해 질문
에 대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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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채점
기준표

• 이 평가 기준표는 점수가 부여되는 기준과 평가 내용을 기술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수준의, 어떤 형식의 답을 
요구하는지 보여주는 지침이기도 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데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점수대의 해당 평가 기준에 대한 기술 내용은 그 수준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해당 보고
서의 평가내용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자세한 평가내용과 개선방향을 알고자 하
시면 개별 면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각 평가 항목은 상호 연관되어 있지만 숙지도, 이해도, 응용력, 논리력 순으로 좀더 높은 수준의 학술능력을 평가
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최종 점수는 각 항목 점수 평균으로 부여 됩니다.



숙지도 이해도 응용력 논리력

84
-

80

79
-

75

74
-

70

69
-

65

64
-

60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하
여 기술하였습니다.

수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질문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주어
진 질문에 대한 논리적 답변을 시
도하고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질
문에 대해 자신의 논리를 체계적
으로 전개하려는 모습이 보입니
다.

전반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으나 충분해 보이지는 않
거나 약간 부정확합니다.

전반적으로 수업 내용과 질문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약간 부족한 
이해도 보입니다.

어느 정도 질문에 맞게 기본적인 
내용을 응용하려고 하나 내용간
의 논리적 연결이 부족합니다.

주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질
문에 답하기 위해 논리를 전개하
려고 하지만 전체 논리의 구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필요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
기는 하지만 일부가 빠져 있거나 
잘못된 내용이 보입니다.

단순 암기 이상의 이해가 잘 보이
지 않거나 내용이나 질문에 대한 
다소 잘못된 이해가 보입니다.

질문에 맞게 기본적인 내용을 응
용려는 노력이 일부 보이나 수업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거나 핵심 개념
이 잘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논리
를 전개하고자 하는 약간의 시도
는 있지만 대부분이 관련된 수업 
내용의 단순한 서술로 채워져 있
거나 핵심 개념이 잘 반영되어 있
지 않습니다.

일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기는 
하였지만 필요한 내용이 많이 빠
져있거나 잘못 기술되어 있습니
다.

내용이나 질문에 대한 전반적으
로 잘못된 이해가 많이 보입니다. 
강의 내용과 교재 내용을 다시 확
인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에 답하려 하기 보다는 수업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여 불필요
거나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되거
나 핵심개념이 거의 반영되어 있
지 않습니다.

주제에 대한 이해나 질문에 답하
기 위해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고
자 하는 시도를 발견하기 어렵습
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잘못 기술되어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이해가 거의 나타나
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공부가 매
우 부족합니다.

문제와 주제에 대한 이해가 잘 보
이지 않거나 잘못된 이해가 많이 
보입니다.

주제에 대한 이해나 질문에 적절
히 답하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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