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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의 응시 경향은 어떠하였는가?

◦ 국어 영역, 수학 가/나형, 영어 영역의 응시자 현황을 보면,

- 국어 영역의 응시자 비율은 99.6%로, 작년 6월 모의평가와 동일하였다.

- 수학 영역의 가형, 나형 응시자 비율은 각각 36.4%, 62.1%로, 작년 6월 모의평가 대비

수학 가형은 0.7%p 감소, 수학 나형은 0.7%p 증가하였다.

- 영어 영역의 응시자 비율은 99.8%로, 작년 6월 모의평가 대비 0.1%p 감소하였다.

구분 국어
수학

영어
가형 나형

인원(명) 464,265 169,676 289,304 465,378

비율(%) 99.6 36.4 62.1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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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응시 비율(53.0%)이 과학탐구 응시 비율(44.3%)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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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83.0%)이 높았다.

- 영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응시 비율(53.0%)이 과학탐구 응시 비율(44.3%)보다

높았다.

구분 국어
수학

영어
가형 나형

사회탐구
인원(명) 246,054 896 240,134 246,778

비율(%) 53.0 0.5 83.0 53.0

과학탐구
인원(명) 205,746 167,516 38,247 205,974
비율(%) 44.3 98.7 13.2 44.3

직업탐구
인원(명) 10,249 733 9,507 10,361
비율(%) 2.2 0.5 3.3 2.2

미응시
인원(명) 2,216 531 1,416 2,265

비율(%) 0.5 0.3 0.5 0.5

계
인원(명) 464,265 169,676 289,304 465,378

비율(%)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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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국어, 수학 영역에서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어떠하였는가?

◦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다음과 같다.

영역

2019학년도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수능 6월 모의평가

표준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백분위

국어 140 100 129 99 150 100 144 100

수학
가형 145 100 131 100 133 100 140 100

나형 141 100 139 100 139 100 145 100

◦ 국어 영역의 경우, 144점으로 작년 6월 모의평가보다 높아졌다.

◦ 수학 영역의 경우, 가형은 140점, 나형은 145점으로 작년 6월 모의평가보다 가형은

낮아지고, 나형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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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탐구 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응시 경향은 어떠하였는가?

◦ 사회탐구 영역의 경우, 생활과 윤리 응시자 비율(56.0%)이 가장 높았고, 경제 응시자

비율(3.7%)이 가장 낮았다. 작년 6월 모의평가 대비 사회 문화 응시자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52.8%→53.7%)한 반면, 생활과 윤리 응시자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

(58.3%→56.0%)하였다.

◦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지구 과학Ⅰ 응시자 비율(63.4%)이 가장 높았고, 물리Ⅱ

응시자 비율(2.8%)이 가장 낮았다. 작년 6월 모의평가 대비 지구 과학Ⅰ 응시자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61.6%→63.4%)한 반면, 생명 과학Ⅰ 응시자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58.8%→56.6%)하였다.

◦ 직업탐구 영역의 경우, 회계 원리 응시자 비율(39.8%)이 가장 높았고,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응시자 비율(2.3%)이 가장 낮았다. 작년 6월 모의평가 대비 농업 이해

응시자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11.3%→12.9%)한 반면, 상업 경제 응시자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38.9%→36.9%)하였다.

◦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아랍어Ⅰ 응시자 비율(42.5%)이 가장 높았고, 러시아어Ⅰ과

베트남어Ⅰ 응시자 비율(2.6%)이 가장 낮았다. 작년 6월 모의평가 대비 중국어Ⅰ

응시자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13.3%→15.3%)한 반면, 아랍어Ⅰ 응시자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44.5%→42.5%)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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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탐구 영역 과목별 응시 인원과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생활과 윤리 138,525 56.0 세계사 19,338 7.8

윤리와 사상 31,218 12.6 법과 정치 28,456 11.5

한국 지리 64,413 26.1 경제 9,045 3.7

세계 지리 39,962 16.2 사회·문화 132,881 53.7

동아시아사 27,467 11.1

- 과학탐구 영역 과목별 응시 인원과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물리Ⅰ 53,335 25.9 물리Ⅱ 5,751 2.8

화학Ⅰ 72,783 35.3 화학Ⅱ 6,547 3.2

생명 과학Ⅰ 116,685 56.6 생명 과학Ⅱ 14,459 7.0

지구 과학Ⅰ 130,774 63.4 지구 과학Ⅱ 10,671 5.2

- 직업탐구 영역 과목별 응시 인원과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농업 이해 1,343 12.9 회계 원리 4,143 39.8

농업 기초 기술 984 9.5 해양의 이해 361 3.5

공업 일반 2,211 21.3 수산·해운산업기초 241 2.3

기초 제도 2,145 20.6 인간 발달 2,321 22.3

상업 경제 3,841 36.9 생활서비스산업의이해 2,300 22.1

- 제2외국어/한문 영역 과목별 응시 인원과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독일어Ⅰ 774 4.5 러시아어Ⅰ 437 2.6

프랑스어Ⅰ 826 4.8 아랍어Ⅰ 7,290 42.5

스페인어Ⅰ 922 5.4 베트남어Ⅰ 450 2.6

중국어Ⅰ 2,616 15.3 한문Ⅰ 1,105 6.4

일본어Ⅰ 2,719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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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탐구 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의 표준점수 최고점과 해당 인원은

어떠하였는가?

◦ 사회탐구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경제(75점)가 가장 높았고, 세계 지리(67점)가

가장 낮았다.

◦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물리Ⅱ(82점)가 가장 높았고, 화학 I(70점)이

가장 낮았다.

◦ 직업탐구영역의경우, 표준점수최고점은해양의이해(100점)가 가장 높았고, 공업 일반(79점)이

가장 낮았다.

◦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아랍어 I(100점)이 가장 높았고,

독일어 I(64점)이 가장 낮았다.

◦ 영역별 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사회탐구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의 차이는 8점으로 작년 6월 모의평가

(8점)와 동일하였다.

-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의 차이는 12점으로 작년 6월 모의평가

(12점)와 동일하였다.

- 직업탐구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의 차이는 21점으로 작년 6월 모의평가

(14점)보다 증가하였다.

-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의 차이는 36점으로 작년 6월 모의

평가(36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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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2,290 세계사 74 515
윤리와 사상 71 793 법과 정치 70 714
한국 지리 68 844 경제 75 203
세계 지리 67 1,665 사회·문화 74 833
동아시아사 72 1,069

- 과학탐구 영역

선택 과목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명) 선택 과목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명)

물리Ⅰ 73 236 물리Ⅱ 82 9
화학Ⅰ 70 767 화학Ⅱ 79 65

생명 과학Ⅰ 73 1,324 생명 과학Ⅱ 73 198
지구 과학Ⅰ 78 313 지구 과학Ⅱ 73 118

- 직업탐구 영역

선택 과목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명) 선택 과목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명)

농업 이해 85 2 회계 원리 90 9

농업 기초 기술 95 1 해양의 이해 100 1
공업 일반 79 18 수산·해운산업기초 84 2

기초 제도 84 3 인간 발달 88 1

상업 경제 82 24 생활서비스산업의이해 83 2

- 제2외국어/한문 영역

선택 과목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명) 선택 과목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명)

독일어Ⅰ 64 10 러시아어Ⅰ 66 12
프랑스어Ⅰ 67 3 아랍어Ⅰ 100 15
스페인어Ⅰ 67 3 베트남어Ⅰ 80 5
중국어Ⅰ 68 19 한문Ⅰ 74 8
일본어Ⅰ 68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