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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2. 11. 9.(수) 12:00

(지  면) 2022. 11. 10.(목) 조간
배포 일시 2022. 11. 9.(수) 08:30

담당 부서 대학학술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혜림 (044-203-6368)

대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황소정 (044-203-6367)

수능 수험생 여러분,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

주요 내용

□ 의심 증상 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확진‧격리 시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

□ 예비소집(11.16.(수))에 참석하여 수험표 수령

□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08:10까지 시험실 입실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 부정행위 관련 사항 숙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17일(목)에 실시될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안내한다. 

 ㅇ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 시험 전날 실시되는 예비소집에서 수험표와 

함께 수험생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 수험생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밀폐, 밀집, 밀접 시설 출입 자제 등 외부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ㅇ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에는 즉시 병‧의원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확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진‧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할 시도교육청에 신고하여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 

   ※ 시도 교육청별 수능 코로나19 상황실 연락처는 【붙임】 참고

【 예비소집(11.16.(수))에 반드시 참여 】

□ 수험생은 시험 전날(11.16.(수))에 실시되는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여하여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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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수험표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장 학교의 

위치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ㅇ 격리대상 수험생의 경우에는 형제자매, 친인척, 직계가족 또는 담임

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실 】

□ 수험생은 시험 당일(11.17.(목))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ㅇ 올해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수험생을 대상으로 입실 전 체온 측정, 증상 

확인을 실시하므로, 입실 시간보다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신분증과 함께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 

관리본부에 찾아가 수험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사진이 없는 경우

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시험장 내 마스크 상시 착용 】

□ 수험생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장 유형별 기준에 맞는 마스크를 

시험장에서 상시 착용하여야 한다. 

 ㅇ 특히, 일반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수능 시험장 수험생 마스크 착용 기준 >

구분 착용 기준

일반 시험장
일반 시험실

일반 마스크 착용 가능*하나,

KF94, KF80, KF-AD, 수술용 마스크 권장
분리 시험실 KF80 동급 이상 착용하되, KF94 동급 이상 권장

별도 시험장 KF94 동급 이상 착용
병원 시험장 병원 내 별도 지침에 따름

   * 밸브형·망사형 마스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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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또한, 점심식사 시간에는 작년과 같이 시험장에서 지급받은 종이 칸막이를 

자신의 책상에 직접 설치하고, 준비해 온 개인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야 하며, 

식사 중에는 얼굴과 입이 칸막이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거나, 1교시 시작 전 반납 】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태블릿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다. 

 ㅇ 부득이하게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된다.  

 ㅇ 시계의 경우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 반입이 가능하며, 참고서나 

교과서 등은 시험 시간 중 휴대가 불가능하다.  

< 수능 물품 소지 관련 규정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

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

기기  ☞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쉬는 시간 및 시험 중 모두 휴대 가능)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등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의 물품(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

  (시험 중 적발 시 압수 조치되는 물품 예시)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시험 중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예시)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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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 숙지 】

□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

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ㅇ 예를 들어,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책상에 올려

두거나 푸는 경우,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

두거나 푸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ㅇ 수험생이 선택한 4교시 선택 과목은 수험표에 부착된 스티커에 기재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수험표 부착 스티커(예시) >
 수험번호  12121212(짝수형)
 성    명  홍 길 동
 1  교 시  국어 – 화법과 작문 
 2  교 시  수학 – 확률과 통계
 3  교 시  영어 
 4  교 시  한국사, 사회‧과학탐구
           제 1 선택 : 생활과 윤리
           제 2 선택 : 물리학 Ⅰ
 5  교 시  독일어 Ⅰ
 시험장소  한국고등학교

< 부정행위 처리 사례 >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1선택시간 생활과 윤리 물리학Ⅰ
생활과 윤리,

물리학Ⅰ

2선택시간 물리학Ⅰ - -

비고 부정행위 부정행위

  ※ (예시) 생활과 윤리를 제1선택과목, 물리학Ⅰ을 제2선택과목으로 선택한 수험생이 

1선택 시간에 물리학Ⅰ을 풀거나(사례2), 1선택 시간에 생활과 윤리와 물리학Ⅰ 

문제지를 동시에 푸는 경우(사례3)는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됨

ㅇ 또한,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기입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시험 중 돌발 상황 발생 시 감독관 지시에 따름 】

□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실시할 예정이다.  

 ㅇ 따라서, 수험생들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시험장의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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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영상물로 제작하여 누리집에 게시하는 한편, 시도

교육청에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험생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든 수험생은 그동안 노력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는 한편,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시도 교육청별 수능 코로나19 상황실 연락처

담당 부서 고등교육정책실 책임자 과  장 김혜림 (044-203-6368)

대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황소정 (044-203-6367)

교육연구사 최창온 (044-203-6366)

교육연구사 손범익 (044-203-6679)

     

http://www.koer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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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시도 교육청별 수능 코로나19 상황실 연락처

지역 상황실 연락처 지역 상황실 연락처

서울

(본청) 02-3999-740

(동부) 02-2210-1243

(서부) 02-3905-546

(남부) 02-2165-0257

(북부) 02-3499-6844

(중부) 02-708-6536

(강동송파) 02-3434-4336

(강서양천) 02-2600-0842

(강남서초) 02-3015-3334

(동작관악) 02-810-8343

(성동광진) 02-2286-3634

(성북강북) 02-944-9332

경기

(본청) 031-820-0970
(수원) 031-250-1376
(성남) 031-780-2596

(의정부) 031-820-0042
(부천) 032-620-0173
(평택) 031-650-1546

(안양과천) 031-380-7041
(고양) 031-900-2872

(구리남양주) 031-550-6133
(안산) 031-412-4533
(광명) 02-2610-1411
(이천) 031-639-5689
(용인) 031-8020-9245

(군포의왕) 031-390-1120
(광주하남) 031-280-7219
(화성오산) 031-371-0642

(시흥) 031-488-4535
(동두천양주) 031-860-4321

(김포) 031-980-1225
(파주) 031-940-7215

인천

032-550-1732

032-550-1733

032-550-1734

광주 062-380-4571

부산

051-860-0315

051-860-0314

051-860-0317

051-860-0336

051-860-0337

대구

053-231-0472

053-231-0474

053-231-0475

대전
042-616-8312

042-616-8423

세종
044-320-2231

044-320-2230
충북

043-290-2289

043-290-2891

울산 052-210-5462 충남 041-640-6741

강원
033-244-8553

033-258-5426
전북

063-239-3722

063-239-3721

경북 054-530-2337 전남
061-260-0125

061-260-0126

경남 055-268-1382 제주 064-710-0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