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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보도자료
2020. 9. 1.(화) 배포

올해 수능, 9월 3일부터 응시원서 접수 시작

◈ 9월 3일(목)부터 9월 18일(금)까지 12일 동안 접수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 대리접수 가능

◈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오는 12월 3일(목)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를 일제히 접수한다고 밝혔다.

◦ 접수 기간은 9월 3일(목)부터 9월 18일(금)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2일 동안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

접수는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인 경우와 위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도

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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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 하지만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와 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의

접수와 변경이 완료되어야 한다.

◦ 수험생이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

되며,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 또한,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수험생은 시험편의제공대상자로 인정하여 점자 

문제지, 확대 문제지, 별도 시험실,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 장소는 다음과 같다.

◦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거나,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

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 또한,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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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9월 17일

(목)부터 9월 18일(금)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 접수처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교육과(064-710-0293)로 문의

□ 응시원서 접수 시 준비 서류 등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가로 3.5㎝ × 세로 4.5㎝) 사진 2장과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 사진 규격 >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0.3.4.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의 동일원판 천역색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하며,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 변형이 금지되며, 사진 배경은

균일한 흰색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함. ※ 기타 외교부 여권사진규정 참조

※ 대리접수 시 추가 서류 : 응시자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대리접수서약서,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자가격리통지서 등 필요

◦ 졸업자 중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의 경우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 유효기간 내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

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학교장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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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된다.

◦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7,000원, 5개 영역은 42,000원, 6개 영역은 47,000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 하나에 해당하여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 환불 신청기간은 12월 7일(월)부터 12월 11일(금)까지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 수험생은 감염병 안전을 위해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실시, 접수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2020년 

12월 23일(수)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참고】 1. 2021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주요 절차

2. 2021학년도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및 환불 절차

3. 2021학년도 수능 코로나19 예방 응시원서 접수 절차도

4. 2021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문의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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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① 응시원서 기초자료 작성

※ 접수처(학교 또는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준비된 양식을 이용

② 응시원서 기초자료 제출

응시원서 교부자
③ 응시원서 출력 

및 교부 (응시자)

④ 응시원서 내용 확인 및 사진

부착, 날인(서명)

응시원서 교부자는 원서접수 

프로그램에 응시자가 제출한 기초

자료를 입력한 후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응시자에게 교부

응시자는 교부받은 응시원서 내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사진을 

부착하고, 날인(서명) 실시

※ 이상이 있을 경우, 기초자료를 재작성  

하여 제출

응시원서 접수자
⑤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수수료 납부

(필요 시 증빙서류 첨부)

⑥ 접수확인서

제공

⑧ 접수확인서 제출

(응시자)

⑦ 접수확인서 내용 확인 및

날인(서명)

응시원서 접수자는 응시원서 

내용(사진, 날인 유무 등)을 최종 

확인한 후, 원서접수 프로그램을

통해 응시원서 접수확인서 및 

접수증을 출력하여 응시자에게

제공하며, 응시수수료를 받아 

수납 처리

⑨ 접수증 발급

(응시자)

⑩ 접 수 완 료

참고1  2021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주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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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2021학년도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및 환불 절차

□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 (대상자) 원서접수일 현재 아래의 대상에 해당되는 수험생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구분 요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자활근로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신청방법)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은 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 납부 후 확인 절차를 통해 환불

-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및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원서 접수 시 아래의 증빙서류 

중 해당서류 제출

구분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해당 증명서는 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20.8.4.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

◦ (대상자)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하나의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

◦ (신청방법) 환불신청 기간(‘20. 12. 7. ∼ 12. 11.) 내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환불신청서(접수처 비치), 신분증, 증빙서류를 제출 시 응시

수수료의 6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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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2021학년도 수능 코로나19 예방 응시원서 접수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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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담당과 전화번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043-931-0634, 0637~0640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02-399-9440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2-2210-1243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2-390-5544
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2-2165-0257
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2-3499-6844
중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2-708-6536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2-3434-4336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2-2600-0842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2-3015-3334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2-810-8343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2-2286-3632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2-944-9332

부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051-8600-315
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51-3301-243
동래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51-5500-142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51-2500-444
해운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51-7090-354

대구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053-231-0392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032-420-8414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062-380-4571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042-616-8312
울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052-210-546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등교육과 044-320-2235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 031-820-0624

수원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31-250-1376
성남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31-780-2555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031-820-0042
부천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32-620-0173
평택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031-650-1523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31-380-7036
고양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31-900-2873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31-550-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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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31-412-4548
광명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02-2610-1411
이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031-639-5626
용인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31-8020-9250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031-390-1120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31-280-7219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31-371-0642
시흥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031-488-4533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031-860-4327
김포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031-980-1221
파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031-940-7212

강원도교육청 교육과정과 033-258-5426
춘천교육지원청 교육과 033-259-1610
원주교육지원청 교육과 033-760-5658
강릉교육지원청 교육과 033-640-1213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과 033-639-6021
삼척교육지원청 교육과 033-570-5122
태백교육지원청 교육과 033-580-5560
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과 033-530-3020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혁신과 043-290-2286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043-299-3140
충주교육지원청 교육과 043-850-0611
제천교육지원청 교육과 043-640-6660
옥천교육지원청 교육과 043-730-4230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 041-640-6741
천안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041-529-0570
공주교육지원청 교육과 041-850-2312
보령교육지원청 교육과 041-930-6340
서산교육지원청 교육과 041-660-0315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과 041-730-7130
홍성교육지원청 교육과 041-630-5540
아산교육지원청 교육과 041-539-2411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 063-239-3722
전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063-270-6081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3-450-2640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3-850-8832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3-530-3020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3-620-7831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3-540-2571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061-26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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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1-280-6620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1-690-5520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1-729-7760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1-330-0120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1-760-3311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1-380-8120
해남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1-530-1125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054-805-3353
포항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054-288-6742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54-740-9163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54-851-9220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54-440-2320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54-630-4210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54-530-2361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54-420-5260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53-810-7523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055-268-1392
창원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055-210-0364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55-740-2021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55-650-8020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55-940-6120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55-350-1520
김해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055-330-9640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55-379-30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교육과 064-710-0293
서귀포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064-730-8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