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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학원 모의고사 출제 범위표

년

고

실시
월/일
교과

국어

전국연합

종로

전국연합

전국연합

전국연합

3월 12일[목]

4월 8일[수]

6월 4일[목]

9월 2일[수]

11월 25일[수]

4월 수준에 맞추어 출제

6월 수준에 맞추어 출제

9월 수준에 맞추어 출제

11월 수준에 맞추어 출제

- (공통 과목) 국어에서 출제 -

- (공통 과목) 국어에서 출제 -

- (공통 과목) 국어에서 출제-

- (공통 과목) 국어에서 출제 -

중학교 전범위

Ⅰ. 다항식

Ⅱ. 방정식과 부등식

Ⅲ. 도형의 방정식

Ⅴ. 함수
1. 함수

수학

중학교 전범위

영어

중학교 전범위

4월 수준에 맞추어 출제

6월 수준에 맞추어 출제

9월 수준에 맞추어 출제

11월 수준에 맞추어 출제

- (공통 과목) 영어에서 출제 -

- (공통 과목) 영어에서 출제 -

- (공통 과목) 영어에서 출제 -

- (공통 과목) 영어에서 출제 -

Ⅰ.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Ⅱ. 근대 국민 국가 수립 운동
3. 근대 국민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한국사

통
합
사
회

중학교 전범위

2. 인간과 자연의 관계

중학교 전범위

2. 인간과 자연의 관계

중학교 전범위

2. 인간과 자연의 관계

중학교 전범위

2. 자연의 구성 물질

통
합
과
학

중학교 전범위

2. 자연의 구성 물질

중학교 전범위

2. 자연의 구성 물질

중학교 전범위

※ 출제 범위는 교육 과정 순서의 최종 단원을 나타내며, 처음부터 누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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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

Ⅴ. 시장 경제와 금융

Ⅶ. 세계화와 평화

2. 시장경제와 경제주체

Ⅳ. 인권 보장과 헌법
1.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

Ⅴ. 시장 경제와 금융

Ⅶ. 세계화와 평화

2. 시장경제와 경제주체

Ⅱ. 시스템과 상호 작용

Ⅱ. 시스템과 상호 작용

1. 역학적 시스템

2. 자연의 구성 물질

Ⅳ. 환경과 에너지
1. 생태계와 환경(발전과 신재생 에너
지 제외)

Ⅱ. 시스템과 상호 작용

Ⅱ. 시스템과 상호 작용

1. 역학적 시스템

Ⅳ. 환경과 에너지
1. 생태계와 환경(발전과 신재생 에너
지 제외)

Ⅱ. 시스템과 상호 작용

Ⅱ. 시스템과 상호 작용

1. 역학적 시스템

Ⅳ. 환경과 에너지
1. 생태계와 환경(발전과 신재생 에너

(2) 생명체 구성 물질의 형성

Ⅰ. 물질과 규칙성

지구과학

Ⅳ. 인권 보장과 헌법

(2) 생명체 구성 물질의 형성

Ⅰ. 물질과 규칙성

생명과학

Ⅶ. 세계화와 평화

2. 시장경제와 경제주체

(2) 생명체 구성 물질의 형성

Ⅰ. 물질과 규칙성

화학

1.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

Ⅴ. 시장 경제와 금융

(국제경제 전까지)

Ⅰ. 물질과 규칙성

물리학

Ⅳ. 인권 보장과 헌법

(국제경제 전까지)

Ⅱ. 자연환경과 인간

일반사회

4. 4ㆍ19 혁명과 민주주의의 시련

(국제경제 전까지)

Ⅱ. 자연환경과 인간

지리

3. 다양한 민족 운동의 전개

Ⅳ. 대한민국의 발전

중학교 전범위

Ⅱ.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과
윤리

Ⅲ.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지 제외)

Ⅱ. 시스템과 상호 작용

Ⅱ. 시스템과 상호 작용

1. 역학적 시스템

(2) 생명체 구성 물질의 형성

※ 고 1학년 과정 및 고 2학년 해당 월 범위까지입니다.

Ⅳ. 환경과 에너지
1. 생태계와 환경(발전과 신재생 에너
지 제외)

※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경우, 출제 범위를 관련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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