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신기출 문항분석

▮ 문항별 분석 ( 객관식 25문항 / 서술형 5문항 )

문제타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난이도 기타

01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극의 형식과 특성 2 봉산탈춤

02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작품 구조의 이해 2 봉산탈춤

03 서술형 문학 산문 문학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3 봉산탈춤

04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극의 형식과 특성 2 봉산탈춤

05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극의 인물과 구성 2 봉산탈춤

06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인물의 성격과 태도 2 봉산탈춤

07 객관식 독서 독서 내용 전개 방식 2

08 객관식 독서 독서 부분 내용 추론 2

09 서술형 독서 독서 어휘 3

10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수필의 형식과 특성 2 얼굴(안병욱)

11 객관식 독서 독서 어휘 2 얼굴(안병욱)

12 객관식 독서 독서 어휘 2

13 객관식 문법 음운 음운 2

14 객관식 문학 운문 문학 표현상 특징 2 면면함에대하여(고재종)...

15 객관식 문학 운문 문학 표현상 특징 2 면면함에대하여(고재종)...

16 객관식 문학 운문 문학 시어와 시구의 의미 2 면면함에대하여(고재종)...

17 객관식 문학 운문 문학 작품 비교 감상 2 면면함에대하여(고재종)...

18 서술형 문학 운문 문학 표현상 특징 3 면면함에대하여(고재종)...

19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서술상 특징 2 흰철쭉(이청준)

20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작품 내용의 이해 2 흰철쭉(이청준)

21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작품 구조의 이해 2 흰철쭉(이청준)

22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인물의 성격과 태도 3 흰철쭉(이청준)

23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서술상 특징 2 댈러웨이의창(박성원)

24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인물의 성격과 태도 2 댈러웨이의창(박성원)

25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작품 내용의 이해 2 댈러웨이의창(박성원)

26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소재 및 배경 2 댈러웨이의창(박성원)

27 객관식 문법 단어 단어의 의미 2

28 객관식 문법 단어 단어의 의미 2

29 서술형 문법 단어 단어의 의미 3

30 서술형 문법 단어 단어의 의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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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신기출 출제경향 분석

02. 난이도별 문항 분포 - 문항수                  03. 문항별 유형 분석 – 출제비율

음운   1문

단어   4문

독서   5문

운문 문학   5문

산문 문학   15문

  

  

  

04. 총평

[서울] 진선여자고등학교 국어 2015년 공통 1학년 1학기 기말족보

▮ 출제경향 분석

01. 시험범위 : 신사고

봉산탈춤 6문항 댈러웨이의창(박성원) 4문항 

면면함에대하여(고재종),자작나무숲으로가서(고은) 4문항 

흰철쭉(이청준) 4문항 

얼굴(안병욱) 2문항 

면면함에대하여(고재종),자작나무숲으로가서(고은),맹인부부가수(정호승) 1문항 

진선여자고등학교_국어_2015_고 1_1학기 기말고사는 총 30문항 서술형 5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교과서 학습활동에 충실한 기본 개념을 주로 묻고 있습니다. 문항에서 연관된 다른 텍스트를 활용한 것이 더러 보이지만 

이것 역시 교과서 학습활동에 언급된 텍스트만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난도는 평이한 편입니다. 따라서 학생은 교과서 위주

의 개념 학습에 충실하는 것이 내신 대비에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능형 문항을 꾸리기 위하여 선택지를 최대한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와 유사하게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택지가 아주 까다로운 편은 아니지만 수능에서 자주 보이는 선택지들은 미리 학습하고 그것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교재

하(1점)    

중(2점)   24문

상(3점)    6문

최상(4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