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Q & A

2019. 9.



목 차

질문 1.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의 응시 경향은 어떠하였는가? ······································ 1

질문 2. 국어, 수학 영역에서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어떠하였는가? ····························· 2

질문 3. 탐구 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응시 경향은 어떠하였는가? ················· 3

질문 4. 탐구 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의 표준점수 최고점과 해당 인원은

어떠하였는가? ································································································· 5



- 1 -

[질문 1]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의 응시 경향은 어떠하였는가?

◦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의 응시자 현황을 보면,

- 국어 영역의 응시자 비율은 99.4%로,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0.1%p 증가하였다.

- 수학 영역의 가형, 나형 응시자 비율은 각각 31.7%, 66.5%로,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수학 가형은 0.1%p 증가, 수학 나형은 0.2%p 감소하였다.

- 영어 영역의 응시자 비율은 99.7%로, 작년 9월 모의평가와 동일하였다.

구분 국어
수학

영어
가형 나형

인원(명) 452,986 144,812 303,139 454,752

비율(%) 99.4 31.7 66.5 99.7

◦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응시자의 탐구 영역별 응시 비율을 보면,

- 국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응시 비율(52.2%)이 과학탐구 응시 비율(45.2%)보다 높았다.

- 수학 영역의 경우, 가형은 과학탐구 응시 비율(98.7%)이, 나형은 사회탐구 응시 비율

(76.2%)이 높았다.

- 영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응시 비율(52.2%)이 과학탐구 응시 비율(45.2%)보다 높았다.

구분 국어
수학

영어
가형 나형

사회탐구
인원(명) 236,399 655 231,025 237,559
비율(%) 52.2 0.5 76.2 52.2

과학탐구
인원(명) 204,893 142,946 62,021 205,373
비율(%) 45.2 98.7 20.5 45.2

직업탐구
인원(명) 9,019 644 8,295 9,101

비율(%) 2.0 0.4 2.7 2.0

미응시
인원(명) 2,675 567 1,798 2,719

비율(%) 0.6 0.4 0.6 0.6

계
인원(명) 452,986 144,812 303,139 454,752

비율(%)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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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국어, 수학 영역에서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어떠하였는가?

◦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다음과 같다.

영역

2019학년도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수능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표준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백분위

국어 129 99 150 100 144 100 139 100

수학
가형 131 100 133 100 140 100 135 100

나형 139 100 139 100 145 100 142 100

◦ 국어 영역의 경우, 139점으로 작년 9월 모의평가(129점)보다 높아졌다.

◦ 수학 영역의 경우, 가형은 135점으로 작년 9월 모의평가(131점)보다 높아졌고,

나형은 142점으로 작년 9월 모의평가(139점)보다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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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탐구 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응시 경향은 어떠하였는가?

◦ 사회탐구 영역의 경우, 생활과 윤리 응시자 비율(57.4%)이 가장 높았고, 경제 응시자

비율(3.0%)이 가장 낮았다.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동아시아사 응시자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10.1%→11.2%)한 반면, 생활과 윤리 응시자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

(60.4%→57.4%)하였다.

◦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지구 과학Ⅰ 응시자 비율(67.9%)이 가장 높았고, 화학Ⅱ

응시자 비율(1.9%)이 가장 낮았다.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지구 과학Ⅰ 응시자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66.0%→67.9%)한 반면, 생명 과학Ⅰ 응시자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

(61.3%→59.2%)하였다.

◦ 직업탐구 영역의 경우, 회계 원리 응시자 비율(43.8%)이 가장 높았고,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응시자 비율(2.5%)이 가장 낮았다.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농업 이해, 상업 경제 응시자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농업 이해: 10.0%→11.7%, 상업 경제: 41.1%→42.8%)한 반면,

공업 일반 응시자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23.5%→20.7%)하였다.

◦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아랍어Ⅰ 응시자 비율(55.3%)이 가장 높았고, 러시아어Ⅰ

응시자 비율(1.9%)이 가장 낮았다.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중국어Ⅰ 응시자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10.2%→11.4%)한 반면, 아랍어Ⅰ 응시자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

(57.2%→55.3%)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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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탐구 영역 과목별 응시 인원과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생활과 윤리 136,814 57.4 세계사 18,499 7.8

윤리와 사상 31,315 13.1 법과 정치 26,416 11.1

한국 지리 60,951 25.6 경제 7,082 3.0

세계 지리 39,363 16.5 사회·문화 127,003 53.3

동아시아사 26,595 11.2

- 과학탐구 영역 과목별 응시 인원과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물리Ⅰ 53,537 26.0 물리Ⅱ 4,101 2.0

화학Ⅰ 71,373 34.7 화학Ⅱ 3,941 1.9

생명 과학Ⅰ 121,646 59.2 생명 과학Ⅱ 8,169 4.0

지구 과학Ⅰ 139,542 67.9 지구 과학Ⅱ 7,618 3.7

- 직업탐구 영역 과목별 응시 인원과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농업 이해 1,081 11.7 회계 원리 4,036 43.8

농업 기초 기술 789 8.6 해양의 이해 303 3.3

공업 일반 1,903 20.7 수산·해운산업기초 227 2.5

기초 제도 1,872 20.3 인간 발달 1,872 20.3

상업 경제 3,944 42.8 생활서비스산업의이해 1,975 21.4

- 제2외국어/한문 영역 과목별 응시 인원과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독일어Ⅰ 678 3.6 러시아어Ⅰ 357 1.9

프랑스어Ⅰ 726 3.9 아랍어Ⅰ 10,305 55.3

스페인어Ⅰ 806 4.3 베트남어Ⅰ 461 2.5

중국어Ⅰ 2,128 11.4 한문Ⅰ 1,035 5.6

일본어Ⅰ 2,152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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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탐구 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의 표준점수 최고점과 해당 인원은

어떠하였는가?

◦ 사회탐구 영역의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법과 정치(76점)가 가장 높았고, 세계 지리(66점)가

가장 낮았다.

◦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지구 과학Ⅰ(77점)이 가장 높았고, 물리Ⅰ

(66점)이 가장 낮았다.

◦ 직업탐구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해양의 이해(100점)가 가장 높았고, 공업

일반(72점), 기초 제도(72점)가 가장 낮았다.

◦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아랍어Ⅰ(84점)이 가장 높았고,

러시아어Ⅰ(63점)이 가장 낮았다.

◦ 영역별 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사회탐구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의 차이는 10점으로 작년 9월 모의평가(13점)

대비 감소하였다.

-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의 차이는 11점으로 작년 9월 모의평가(10점)

대비 증가하였다.

- 직업탐구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의 차이는 28점으로 작년 9월 모의평가(18점)

대비 증가하였다.

-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의 차이는 21점으로 작년 9월 모의평가(21점)

와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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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발표와 함께 공개하는「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에

제시된 바와 같이, 탐구 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의 표준점수 최고점과

해당 인원은 다음과 같다.

- 사회탐구 영역

선택 과목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명) 선택 과목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명)

생활과 윤리 68 4,511 세계사 69 463

윤리와 사상 68 683 법과 정치 76 75

한국 지리 68 1,877 경제 71 223

세계 지리 66 1,857 사회·문화 69 1,463
동아시아사 72 436

- 과학탐구 영역

선택 과목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명) 선택 과목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명)

물리Ⅰ 66 2,268 물리Ⅱ 72 148

화학Ⅰ 67 2,149 화학Ⅱ 71 128
생명 과학Ⅰ 70 1,951 생명 과학Ⅱ 71 86

지구 과학Ⅰ 77 144 지구 과학Ⅱ 73 41

- 직업탐구 영역

선택 과목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명) 선택 과목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명)

농업 이해 92 1 회계 원리 91 8

농업 기초 기술 95 1 해양의 이해 100 1

공업 일반 72 56 수산·해운산업기초 95 2
기초 제도 72 48 인간 발달 87 3

상업 경제 87 28 생활서비스산업의이해 78 10

- 제2외국어/한문 영역

선택 과목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명) 선택 과목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명)

독일어Ⅰ 66 7 러시아어Ⅰ 63 22
프랑스어Ⅰ 66 2 아랍어Ⅰ 84 28

스페인어Ⅰ 69 3 베트남어Ⅰ 72 6

중국어Ⅰ 67 17 한문Ⅰ 73 6

일본어Ⅰ 69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