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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2차 평가 시행 안내문
싱그러운 5월이 지나고 6월에 접어들며 2차평가의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차 평가를 앞두고 있는 아이
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며 학교생활에서 보람과 성취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평가기
간 동안 공정한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지필평가 시행 세부 계획>
1. 기간 : 2019.07.01.(월)~2019.07.03.(수) 3일간
2. 대상 : 2,3학년 (단, 1학년은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교과별 자체 형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3. 평가 과목
2학년 : 국어, 도덕, 사회, 역사, 수학, 과학, 영어 (7과목)
3학년 : 국어, 사회, 역사, 수학, 과학, 영어 (6과목)
4. 시험 일정 및 시간표
요일

7월 1일(월요일)
3학년
2학년
자습
도덕
역사
국어

교시
1교시(09:15~10:00)
2교시(10:15~11:00)
3교시(11:15~12:00)

7월 2일(화요일)
3학년
2학년
자습
사회
수학

7월 3일(수요일)
3학년
2학년
자습
과학
영어

5. 시험범위
2학년

3학년

1. 개성과 표현 (1)진달래꽃 (2) 열보다 큰 아홉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역사

과학
도덕

2. 발음은 정확히, 글은 바르게
(1) 정확한 발음과 표기

1. 문학과 사회 (1) 동서남북
2. 우리말과 표현

4. 함께 만드는 의미

3. 주장과 협상 (1) 텔레비전을 버리나

(1) 듣고 말하며 나누기 (2) 흑설 공주
5. 이해를 돕는 매체 (1)명태의 귀환

4. 문학의 가치 (1) 고향
2.문자와 식 (2) 이차방정식 ~ 3. 이차함수

1.수와 식 ~ 3. 함수(p12 ~ p139)

(p58 ~ p113)

1.Off to a Good Start
2.Connecting with the World

Unit 2. A Girl and the Cookies

3.Healthy Life, Happy Life

Unit 6. Jobs Outside the Box

-Communicate : Listen
6. Near and Dear
1. 내가 사는 세계 ~ 5.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

Unit 7. Laughing is Good for You
1.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

해(12p-104p)
Ⅰ. 문명의 역사와 고조선의 성립 ~

~ 5. 환경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14p-110p)
*역사1 Ⅵ. 조선 사회의 변동 (p.154 ~ p.179)

Ⅲ.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역사2 Ⅰ. (1) 내정 개혁과 문호 개방 ~

(2) 통일 신라와 발해의 성립과 발전
(p.12 ~ p.83 (p.20 ~ p.27 제외))
Ⅰ-1. 물질의 기본성분 ~ Ⅳ-1. 광합성과

(3) 대한 제국의 수립과 국권 수호 운동
(p.12 ~ p.33)
에너지

(p.12 ~ p.137)

Ⅰ-1. 전기의 발생 ~ Ⅳ-1. 생식과 세포분열 (p.14 ~ p.207)

1.(2) 평화적 갈등 해결 ∼ 2.(2) 사회 정의(26-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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