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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의 응시 경향은 어떠하였는가?

◦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의 응시자 현황을 보면,

- 국어 영역의 응시자 비율은 99.7%로, 작년 수능과 동일하였다.

- 수학 영역의 가형, 나형 응시자 비율은 각각 31.7%, 64.5%로, 작년 수능 대비

수학 가형은 0.1%p 감소, 수학 나형은 0.3%p 증가하였다.

- 영어 영역의 응시자 비율은 99.4%로, 작년 수능과 동일하였다.

구분 국어
수학

영어
가형 나형

인원(명) 483,068 153,869 312,662 481,828

비율(%) 99.7 31.7 64.5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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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응시 비율(51.9%)이 과학탐구 응시 비율(43.8%)보다 높았다.

- 수학 영역의 경우, 가형은 과학탐구 응시 비율(97.1%)이, 나형은 사회탐구 응시 비율

(75.3%)이 높았다.

- 영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응시 비율(51.8%)이 과학탐구 응시 비율(44.0%)보다 높았다.

구분 국어
수학

영어
가형 나형

사회탐구
인원(명) 250,492 1,220 235,418 249,784
비율(%) 51.9 0.8 75.3 51.8

과학탐구
인원(명) 211,817 149,423 62,137 211,802
비율(%) 43.8 97.1 19.9 44.0

직업탐구
인원(명) 4,784 680 3,490 4,587

비율(%) 1.0 0.4 1.1 1.0

미응시
인원(명) 15,975 2,546 11,617 15,655

비율(%) 3.3 1.7 3.7 3.2

계
인원(명) 483,068 153,869 312,662 481,828

비율(%)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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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국어, 수학 영역에서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어떠하였는가?

◦ 2020학년도 수능에서 국어, 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다음과 같다.

영역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수능

표준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백분위

국어 150 100 144 100 139 100 140 100

수학
가형 133 100 140 100 135 100 134 100

나형 139 100 145 100 142 100 149 100

◦ 국어 영역의 경우, 140점으로 작년 수능(150점)보다 낮아졌다.

◦ 수학 영역의 경우, 가형은 134점으로 작년 수능(133점)보다 높아졌고, 나형은 149점으로

작년 수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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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이 가장 높았고, 경제 응시자

비율(2.3%)이 가장 낮았다. 작년 수능 대비 동아시아사 응시자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

(9.6%→10.8%)한 반면, 생활과 윤리 응시자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61.3%→58.5%)

하였다.

◦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지구 과학Ⅰ 응시자 비율(69.9%)이 가장 높았고, 물리Ⅱ

응시자 비율(1.3%)이 가장 낮았다. 작년 수능 대비 물리Ⅰ(24.0%→25.8%), 지구 과학Ⅰ

(68.1%→69.9%) 응시자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생명 과학Ⅰ 응시자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62.4%→60.3%)하였다.

◦ 직업탐구 영역의 경우, 상업 경제 응시자 비율(38.3%)이 가장 높았고, 해양의 이해,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응시자 비율(0.8%)이 가장 낮았다. 작년 수능 대비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응시자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20.9%→23.5%)한 반면, 공업 일반 응시자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35.0%→33.7%)하였다.

◦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아랍어Ⅰ 응시자 비율(72.3%)이 가장 높았고, 러시아어Ⅰ

응시자 비율(1.0%)이 가장 낮았다. 작년 수능 대비 아랍어Ⅰ 응시자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70.8%→72.3%)한 반면, 베트남어Ⅰ 응시자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3.1%

→2.3%)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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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탐구 영역 과목별 응시 인원과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생활과 윤리 146,832 58.5 세계사 19,839 7.9

윤리와 사상 31,897 12.7 법과 정치 27,052 10.8

한국 지리 62,963 25.1 경제 5,661 2.3

세계 지리 40,809 16.3 사회·문화 139,144 55.4

동아시아사 27,172 10.8

- 과학탐구 영역 과목별 응시 인원과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물리Ⅰ 54,792 25.8 물리Ⅱ 2,738 1.3

화학Ⅰ 73,663 34.7 화학Ⅱ 2,934 1.4

생명 과학Ⅰ 128,033 60.3 생명 과학Ⅱ 7,190 3.4

지구 과학Ⅰ 148,540 69.9 지구 과학Ⅱ 6,656 3.1

- 직업탐구 영역 과목별 응시 인원과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농업 이해 290 5.9 회계 원리 1,811 37.0

농업 기초 기술 242 4.9 해양의 이해 40 0.8

공업 일반 1,650 33.7 수산·해운산업기초 39 0.8

기초 제도 1,514 30.9 인간 발달 1,008 20.6

상업 경제 1,876 38.3 생활서비스산업의이해 1,150 23.5

- 제2외국어/한문 영역 과목별 응시 인원과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독일어Ⅰ 1,192 1.8 러시아어Ⅰ 620 1.0

프랑스어Ⅰ 1,200 1.8 아랍어Ⅰ 47,074 72.3

스페인어Ⅰ 1,267 1.9 베트남어Ⅰ 1,527 2.3

중국어Ⅰ 3,892 6.0 한문Ⅰ 2,772 4.3

일본어Ⅰ 5,567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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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탐구 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의 표준점수 최고점과 해당 인원은

어떠하였는가?

◦ 사회탐구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경제(72점)가 가장 높았고, 윤리와 사상(62점)이

가장 낮았다.

◦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지구 과학Ⅰ(74점)이 가장 높았고, 물리Ⅰ,

지구과학Ⅱ(66점)가 가장 낮았다.

◦ 직업탐구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해양의 이해(80점)가 가장 높았고, 공업 일반

(65점)이 가장 낮았다.

◦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아랍어Ⅰ(93점)이 가장 높았고,

스페인어Ⅰ(67점)이 가장 낮았다.

◦ 영역별 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사회탐구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의 차이는 10점으로 작년 수능(6점) 대비 증가

하였다.

-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의 차이는 8점으로 작년 수능(6점) 대비 증가

하였다.

- 직업탐구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의 차이는 15점으로 작년 수능(12점) 대비 증가

하였다.

-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의 차이는 26점으로 작년 수능(26점)과 동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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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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3,899 세계사 65 749

윤리와 사상 62 4,745 법과 정치 67 494

한국 지리 66 3,758 경제 72 41

세계 지리 65 1,259 사회·문화 67 2,386
동아시아사 67 1,192

- 과학탐구 영역

선택 과목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명) 선택 과목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명)

물리Ⅰ 66 1,271 물리Ⅱ 70 24

화학Ⅰ 67 941 화학Ⅱ 67 123
생명 과학Ⅰ 67 2,765 생명 과학Ⅱ 68 37

지구 과학Ⅰ 74 218 지구 과학Ⅱ 66 214

- 직업탐구 영역

선택 과목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명) 선택 과목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명)

농업 이해 72 1 회계 원리 74 24

농업 기초 기술 69 1 해양의 이해 80 1

공업 일반 65 218 수산·해운산업기초 71 1
기초 제도 70 51 인간 발달 73 10

상업 경제 72 71 생활서비스산업의이해 70 32

- 제2외국어/한문 영역

선택 과목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명) 선택 과목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명)

독일어Ⅰ 69 3 러시아어Ⅰ 68 23
프랑스어Ⅰ 69 8 아랍어Ⅰ 93 85

스페인어Ⅰ 67 27 베트남어Ⅰ 78 33

중국어Ⅰ 72 40 한문Ⅰ 70 79

일본어Ⅰ 69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