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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2020학년도 1학기 지필평가 일정 및 시험범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
리니, 자녀의 학력 향상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학교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
져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필평가 일정 및 교과별 시험범위>
- 3학년 교과별 시험범위

날 짜

학
년

교시 과목

7/28 (화)

과목

교과서 p.12~p.67, p.124~p.143,
p.174~p.205

1

국어

1. 문학과 삶
(1) 상처가 더 꽃이다
(2) 노새 두 마리
3. 국어와 소통
(1) 국어의 음운
4. 설득의 힘
(1)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
(2) 설득 전략 분석하며 듣기

교과서 p.30~p.87

영어

교과서 p.13~p.35, p.69~p.92

2

기술·
가정

Lesson 2 ~ Lesson 4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내용

교과서 P.9 ~ P.59

중국
인간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

7/29 (수)

어

3

0. 중국개관(p.9~15)
1. 발음(p.16~25)
2. 你好(p.26~37)
3. 你是哪国人(p.38~47)
4. 她是谁(p.48~59)

학
교과서 P.12~P.115, P.136~P.69

교과서 p.72~p.95, p.210~p.243

년

3

수학

과학
2. 이차방정식 , 6. 통계

Ⅰ.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Ⅱ. 기권과 날씨
Ⅲ. 운동과 에너지
Ⅳ. 자극과 반응
교과서 p.15~p.29, p.36, p.38~p.42,

교과서 p.50~ p.103

p.48~p.73
Ⅰ. 1. (2) 강화도 조약과 여러 나라와의 수교

4

사회

3. 경제생활과 선택
4. 시장 경제와 가격
5. 국민 경제와 국제 거래

역사

~ Ⅰ. 3. (2) 대한 제국과 광무개혁
Ⅰ. 5. (1)일제의 국권 침탈
~ Ⅰ. 5. (3) 애국 계몽 운동
Ⅱ. 1. (1) 일제의 가혹한 식민 통치
~ Ⅱ. 4. (1)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한 저항

- 2학년 교과별 시험범위

날 짜

학
년

교시 과목

8/4 (화)

8/5 (수)

과목

교과서 p.12~p.67, p.70~p.192

1

2

국어

기술·
가정

1. 경험의 발견과 공감
3. 소통하는 우리
(2) 한글의 창제 원리와 특성
4. 세상을 보는 눈

교과서 p.28~p.87

영어

교과서 P.20 ~ P.59,
한자 및 단어 모음 학습지

교과서 p.88~p.97, p.222~p.247

한문

청소년의 자기 관리,
건설 기술 시스템

Lesson 2 ~ Lesson 4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내용

Ⅰ. 한자의 탄생
Ⅱ.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

교과서 P.1~P.150

교과서 p.32~p.111

2

3

수학

학

과학

Ⅰ.
Ⅱ.
Ⅲ.
Ⅳ.

2. 식의 계산 ~ 4. 연립방정식

년

물질의 구성
전기와 자기
태양계
식물과 에너지

교과서 p.36~p.65, p.78~p.91,

교과서 P.13~P.46, P.69~P.104

p.98~p.102, p.105~p.109, p.114~p.129

Ⅰ(5) 고조선 이후의 여러 나라의 발전
Ⅱ(1) 고구려의 성장과 발전

4

도덕

~ Ⅱ(4) 가야 연맹의 성립과 발전

Ⅰ 타인과의 관계
1. 정보통신 윤리
2. . 평화적 갈등해결
Ⅱ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1. 도덕적 시민
2. 사회 정의

역사

Ⅲ(1) 고구려의 대외전쟁
~ Ⅲ (3) 통일신라의 발전
Ⅲ(5)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Ⅲ(6) 신라 말의 사회 혼란과 후삼국
의 성립
Ⅳ(1)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그 의의
~ Ⅳ(3) 무신정권과 농민, 천민의 봉기

2020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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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