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항
번호

대영역 중영역 평가 내용

1 듣기 사실적 듣기 담화를 듣고, 필요한 정보 찾기

2 듣기
비판적·감상적

듣기 담화를 듣고,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감상하기

3 듣기 추론적 듣기 담화를 듣고, 비유적 표현의 의미 파악하기

4 듣기 추론적 듣기 담화를 듣고, 내용을 비교하며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5 쓰기 내용 생성 쓰기 과제의 요구나 조건을 고려하여 글의 내용 선정하기

6 읽기 내용 확인 새로운 내용의 글을 읽고, 주제 파악하기

7 읽기 추론 글을 읽고,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기

8 문법 언어 지식 국어의 문장 구조 분석하고 문장의 종류 이해하기

9 문법 언어 지식 국어의 역사적인 변화 이해하기

10 문법 언어 활용 담화의 표현 원리 이해하고 언어생활에 활용하기

11 문법 언어 탐구 음운 변동의 원리 탐구하기

12 읽기 내용 확인 글을 읽고,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13 읽기 평가와 감상 글을 읽고, 다양한 관점을 분석 · 평가하기

14 읽기 추론 글을 읽고, 필자의 관점이나 태도 파악하기

15 쓰기
내용 생성
내용 조직

읽은 글을 활용하여 쓰기 과제의 조건에 맞게 새로운 글을 쓰기

16 읽기 평가와 감상 사회적 쟁점을 다루는 글을 읽고, 여러 가지 주장을 분석, 평가하기

17 읽기 평가와 감상 글의 구성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글을 재구성하기

18 읽기 평가와 감상 글을 읽고, 필자가 활용한 자료의 정확성과 적절성 평가하기

19 읽기 평가와 감상 글을 읽고, 서술 방식과 표현의 특성 평가하기

20 읽기 추론
과거에 씌어진 글을 읽고, 부분 간의 관계를 해석하며 글을 이해
하기

21 읽기 추론 과거에 씌어진 글을 읽고,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기

22 읽기 추론 글에 함축된 인물이나 필자의 가치관, 사고방식 이해하기

23 문학 문학의 생산 문학 비평 활동을 통해 작품에 대한 새로운 가치 발견하기

24 문학 문학 지식 문학 작품의 갈래별 형상화 원리 설명하기

25 문학 문학 지식 문학 갈래의 변천 과정과 그 변화가 갖는 의미 파악하기

26 문학 문학의 수용 한국 문학의 전통을 고려하며 문학 작품 수용하기

27 문학 문학의 수용
문학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인간과 삶에 대한
인식 확대하기

28 문법 언어 활용 사회 방언에 따른 어휘의 차이를 알고 언어생활에 활용하기

29 문학 문학의 수용 문학 작품에 반영된 작가의 세계관과 주제 의식 파악하기

30 문학 문학의 수용 다양한 해석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 문학 작품 감상하기

서답형1 듣기 비판적·감상적
듣기

담화를 듣고, 화자의 말하기 특성 평가하기

서답형2 쓰기 표현 글쓰기 계획 및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초고의 어휘, 표현,
문장의 문제점을 찾아 고쳐 쓰기

서답형3 읽기 내용 확인 글을 읽고, 글의 짜임, 단락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서답형4 문법 언어 활용 국어의 문법 범주 이해하기

서답형5 쓰기 내용 조직 문단 구성, 문단 전개의 일반 원리를 고려하여 글 쓰기

서답형6 문학
문학의
생활화

문학적 사고와 표현 능력을 일상적 언어생활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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