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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의 응시 경향은 어떠하였는가?

◦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의 응시자 현황을 보면,

-국어 영역의 응시 비율은 99.5%였고,

선택과목별로는 화법과 작문 71.9%, 언어와 매체 27.6%였다.

-수학 영역의 응시 비율은 98.6%였고,

선택과목별로는 확률과 통계 54.6%, 미적분 36.6%, 기하 7.4%였다.

-영어 영역의 응시 비율은 99.9%였다.

구분
국어 수학

영어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계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계

인원(명) 287,499 110,432 397,931 218,133 146,327 29,614 394,074 399,359
비율(%) 71.9 27.6 99.5 54.6 36.6 7.4 98.6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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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 영역의 경우, 화법과 작문은 사회탐구(52.9%), 언어와 매체는 과학탐구

(51.0%) 응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수학 영역의 경우, 확률과 통계는 사회탐구(85.4%), 미적분은 과학탐구(92.3%),

기하는 과학탐구(82.9%) 응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영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50.5%) 응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구분
국어 수학

영어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소계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소계

사회
․
과학
탐구

사회
인원(명) 152,114 48,773 200,887 186,251 7,031 3,893 197,175 201,684
비율(%) 52.9 44.2 50.5 85.4 4.8 13.1 50.0 50.5

과학
인원(명) 121,497 56,279 177,776 18,277 135,068 24,535 177,880 178,139
비율(%) 42.3 51.0 44.7 8.4 92.3 82.9 45.1 44.6

사회
+
과학

인원(명) 7,897 2,222 10,119 7,106 2,427 536 10,069 10,191
비율(%) 2.7 2.0 2.5 3.2 1.7 1.8 2.6 2.5

직업탐구
인원(명) 4,411 2,551 6,962 5,224 1,285 463 6,972 7,087
비율(%) 1.5 2.3 1.7 2.4 0.9 1.6 1.8 1.8

미응시
인원(명) 1,580 607 2,187 1,275 516 187 1,978 2,258
비율(%) 0.6 0.5 0.6 0.6 0.3 0.6 0.5 0.6

계
인원(명) 287,499 110,432 397,931 218,133 146,327 29,614 394,074 39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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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2022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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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 139 1,251 138 234 144 151 146 182

수학
가형

전체
143 315 132 894 137 971

146 882
나형 140 2,904 148 438 13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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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응시 경향은 어떠하였는가?

◦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생활과 윤리 응시 비율(31.3%)이 가장 높았고, 물리학Ⅱ

응시 비율(1.2%)이 가장 낮았다.

-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생활과 윤리 응시 비율(31.3%)이 가장 높았고, 경제 응시 비율

(1.8%)이 가장 낮았다.

-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생명과학Ⅰ 응시 비율(29.0%)이 가장 높았고, 물리학Ⅱ 응시

비율(1.2%)이 가장 낮았다.

◦ 직업탐구 영역의 경우,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의 응시 비율은 94.5%였고,

선택과목 중에서는 상업 경제 응시 비율(41.8%)이 가장 높았고,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응시 비율(2.3%)이 가장 낮았다.

◦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중국어Ⅰ 응시 비율(25.0%)이 가장 높았고, 베트남어Ⅰ 응시

비율(1.5%)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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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탐구 영역 과목별 응시 인원과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생활과 윤리 122,206 31.3 물리학Ⅰ 54,697 14.0

윤리와 사상 28,059 7.2 화학Ⅰ 64,919 16.6

한국지리 40,869 10.5 생명과학Ⅰ 113,076 29.0

세계지리 30,372 7.8 지구과학Ⅰ 107,867 27.6

동아시아사 21,313 5.5 물리학Ⅱ 4,692 1.2

세계사 16,100 4.1 화학Ⅱ 5,258 1.3

경제 6,919 1.8 생명과학Ⅱ 9,559 2.4

정치와 법 25,967 6.7 지구과학Ⅱ 5,499 1.4

사회·문화 120,581 30.9

- 직업탐구 영역 과목별 응시 인원과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성공적인직업생활 6,719 94.5 상업 경제 2,972 41.8

농업 기초 기술 850 12.0 수산·해운산업기초 162 2.3

공업 일반 1,471 20.7 인간 발달 1,598 22.5

- 제2외국어/한문 영역 과목별 응시 인원과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독일어Ⅰ 592 6.2 러시아어Ⅰ 263 2.8

프랑스어Ⅰ 827 8.7 아랍어Ⅰ 1,009 10.6

스페인어Ⅰ 932 9.8 베트남어Ⅰ 142 1.5

중국어Ⅰ 2,372 25.0 한문Ⅰ 1,048 11.0

일본어Ⅰ 2,313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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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탐구 영역에서의 표준점수 최고점과 해당 인원은 어떠하였는가?

◦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물리학 I(78점)이 가장 높았고,

동아시아사(68점)가 가장 낮았다.

- 사회탐구 영역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은 세계사(76점)가 가장 높았고, 동아시아사(68점)가

가장 낮았다.

- 과학탐구 영역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은 물리학 I(78점)이 가장 높았고, 화학 I,

지구과학 I(69점)이 가장 낮았다.

◦ 직업탐구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인간 발달(100점)이 가장 높았고,

성공적인 직업생활(71점)이 가장 낮았다.

◦ 영역별 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의 차이는 10점이었고,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8점,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9점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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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과목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명) 선택 과목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명)

생활과 윤리 71 972 물리학Ⅰ 78 297
윤리와 사상 73 322 화학Ⅰ 69 817

한국지리 73 622 생명과학Ⅰ 70 578

세계지리 75 158 지구과학Ⅰ 69 2,364

동아시아사 68 976 물리학Ⅱ 76 18
세계사 76 254 화학Ⅱ 77 65

경제 72 196 생명과학Ⅱ 72 257

정치와 법 71 297 지구과학Ⅱ 75 41

사회·문화 71 2,505

- 직업탐구 영역

선택 과목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명) 선택 과목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명)

성공적인 직업생활 71 16 상업 경제 83 13

농업 기초 기술 88 2 수산·해운산업기초 86 1

공업 일반 73 24 인간 발달 100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