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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의 응시 경향은 어떠하였는가?

◦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의 응시자 현황을 보면,

-국어 영역의 응시 비율은 99.4%이었고,

선택과목별로는 화법과 작문 63.8%, 언어와 매체 35.6%이었다.

-수학 영역의 응시 비율은 98.5%이었고,

선택과목별로는 확률과 통계 50.7%, 미적분 42.2%, 기하 5.6%이었다.

-영어 영역의 응시 비율은 99.8%이었다.

구분
국어 수학

영어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계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계

인원(명) 250,909 140,315 391,224 199,393 165,977 22,205 387,575 392,839
비율(%) 63.8 35.6 99.4 50.7 42.2 5.6 98.5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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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 영역의 경우, 화법과 작문은 사회탐구(54.9%), 언어와 매체는 과학탐구

(58.0%) 응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수학 영역의 경우, 확률과 통계는 사회탐구(87.3%), 미적분은 과학탐구(90.8%),

기하는 과학탐구(77.3%) 응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영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48.9%) 응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구분
국어 수학

영어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소계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소계

사회
·
과학
탐구

사회
인원(명) 137,831 53,417 191,248 174,064 9,878 3,832 187,774 192,259
비율(%) 54.9 38.1 48.9 87.3 5.9 17.3 48.5 48.9

과학
인원(명) 99,287 81,332 180,619 12,905 150,652 17,164 180,721 180,970
비율(%) 39.6 58.0 46.1 6.5 90.8 77.3 46.6 46.1

사회
+
과학

인원(명) 8,013 2,831 10,844 6,850 3,367 605 10,822 10,936
비율(%) 3.2 2.0 2.8 3.4 2.0 2.7 2.8 2.8

직업탐구
인원(명) 4,190 1,978 6,168 4,400 1,329 430 6,159 6,276
비율(%) 1.7 1.4 1.6 2.2 0.8 1.9 1.6 1.6

미응시
인원(명) 1,588 757 2,345 1,174 751 174 2,099 2,398
비율(%) 0.6 0.5 0.6 0.6 0.5 0.8 0.5 0.6

계
인원(명) 250,909 140,315 391,224 199,393 165,977 22,205 387,575 392,839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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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국어, 수학 영역에서의 표준점수 최고점과 해당 인원은 어떠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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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된 바와 같이, 국어, 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과 해당 인원은 다음과 같다.

영역

2022학년도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수능 6월 모의평가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명) 표준점수최고점 인원(명) 표준점수최고점 인원(명) 표준점수최고점 인원(명)

국어 146 182 127 6,423 149 28 149 59

수학 146 882 145 1,211 147 2,702 14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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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응시 경향은 어떠하였는가?

◦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생활과 윤리 응시 비율(32.6%)이 가장 높았고, 물리학Ⅱ

응시 비율(1.0%)이 가장 낮았다.

-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생활과 윤리 응시 비율(32.6%)이 가장 높았고, 경제 응시 비율

(1.6%)이 가장 낮았다.

-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생명과학Ⅰ 응시 비율(30.9%)이 가장 높았고, 물리학Ⅱ 응시

비율(1.0%)이 가장 낮았다.

◦ 직업탐구 영역의 경우,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의 응시 비율은 95.5%였고,

선택과목 중에서는 상업 경제 응시 비율(38.6%)이 가장 높았고,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응시 비율(1.5%)이 가장 낮았다.

◦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중국어Ⅰ 응시 비율(26.1%)이 가장 높았고, 베트남어Ⅰ 응시

비율(1.3%)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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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탐구 영역 과목별 응시 인원과 비율

과목명 인원(명) 비율(%) 과목명 인원(명) 비율(%)

생활과 윤리 125,552 32.6 물리학Ⅰ 52,931 13.8

윤리와 사상 30,708 8.0 화학Ⅰ 62,797 16.3

한국지리 32,076 8.3 생명과학Ⅰ 118,860 30.9

세계지리 25,271 6.6 지구과학Ⅰ 116,228 30.2

동아시아사 18,847 4.9 물리학Ⅱ 3,982 1.0

세계사 14,697 3.8 화학Ⅱ 4,510 1.2

경제 5,974 1.6 생명과학Ⅱ 7,943 2.1

정치와 법 25,273 6.6 지구과학Ⅱ 5,018 1.3

사회·문화 116,333 30.2

- 직업탐구 영역 과목별 응시 인원과 비율

과목명 인원(명) 비율(%) 과목명 인원(명) 비율(%)

성공적인직업생활 6,025 95.5 상업 경제 2,432 38.6

농업 기초 기술 690 10.9 수산·해운산업기초 97 1.5

공업 일반 1,216 19.3 인간 발달 1,834 29.1

- 제2외국어/한문 영역 과목별 응시 인원과 비율

과목명 인원(명) 비율(%) 과목명 인원(명) 비율(%)

독일어Ⅰ 536 7.1 러시아어Ⅰ 226 3.0

프랑스어Ⅰ 753 10.0 아랍어Ⅰ 360 4.8

스페인어Ⅰ 830 11.0 베트남어Ⅰ 100 1.3

중국어Ⅰ 1,976 26.1 한문Ⅰ 1,036 13.7

일본어Ⅰ 1,736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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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탐구 영역에서의 표준점수 최고점과 해당 인원은 어떠하였는가?

◦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지구과학Ⅱ(85점)가 가장 높았고,

생활과 윤리(66점)가 가장 낮았다.

- 사회탐구 영역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은 윤리와 사상, 경제(74점)가 가장 높았고,

생활과 윤리(66점)가 가장 낮았다.

- 과학탐구 영역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은 지구과학Ⅱ(85점)가 가장 높았고,

물리학Ⅰ(67점)이 가장 낮았다.

◦ 직업탐구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인간 발달(99점)이 가장 높았고,

공업 일반(70점)이 가장 낮았다.

◦ 영역별 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의 차이는 19점이었고,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8점,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18점이었다.

- 직업탐구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의 차이는 29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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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발표와 함께 공개하는「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에

제시된 바와 같이, 탐구 영역에서의 표준점수 최고점과 해당 인원은 다음과 같다.

- 사회·과학탐구 영역

과목명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명) 과목명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명)

생활과 윤리 66 5,003 물리학Ⅰ 67 1,364
윤리와 사상 74 312 화학Ⅰ 75 658

한국지리 70 1,042 생명과학Ⅰ 68 2,788

세계지리 68 1,147 지구과학Ⅰ 70 2,474

동아시아사 69 945 물리학Ⅱ 80 15

세계사 72 281 화학Ⅱ 78 31

경제 74 182 생명과학Ⅱ 75 139

정치와 법 71 315 지구과학Ⅱ 85 2

사회·문화 67 2,977

- 직업탐구 영역

과목명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명) 과목명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명)

성공적인 직업생활 76 7 상업 경제 91 6

농업 기초 기술 89 1 수산·해운산업기초 88 1

공업 일반 70 28 인간 발달 99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