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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 8. 31.(화) 12:00 이후 보도 가능)

보 도 자 료
2021. 9. 1.(수)

홍보실 ☎ 043-931-0615
[자료 문의] ☎ 043-931-0635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수능운영부장 권혁준, 담당 양정모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실시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 체제 운영

 ◈ 시험장에서 응시 못한 수험생을 위한 온라인 응시 기회 제공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9월 1일(수)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38개 고등학교

(교육청 포함)와 431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518,677명으로, 재학생은

409,062명이고 졸업생 등 기타 수험생은 109,615명이다.

◦ 지원자 수는 올해 6월 모의평가 대비 35,778명 증가하였고, 재학생은

6,732명 감소, 졸업생 등 기타 수험생은 42,510명 증가하였다.

◦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지원자 수는 31,330명 증가하였으며,

재학생은 225명 감소, 졸업생 등 기타 수험생은 31,555명 증가하였다.

□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8일(목)에 실시될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준비 시험으로서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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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개편된 수능 체제에 따른 모의평가로서 수험생에게 수능

준비도 진단 및 보충의 기회, 그리고 문항 수준 및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 제공

◦ 9월 모의평가 출제, 채점 과정에서 개선점을 찾아 2022학년도 

수능에 반영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능 연계교재와의 연계 비율을 포함한

이번 9월 모의평가의 출제 기본 방향 및 영역별 출제 방향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시험 당일 제공할 예정이다.

◦ 연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되고, 연계 방식은 과목 

특성에 따라 간접연계 방식을 확대하며, 영어 영역의 경우 연계

문항 모두를 간접연계 방식으로 출제한다.

□ 답안지 채점은 수능과 같이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성적은 9월 30일(목)까지 수험생에게 통보한다.

◦ 채점에는 이미지 스캐너가 사용되므로 응시생은 답안을 작성할 때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해야 한다. 연필, 샤프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 마킹(marking) 등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정테이프 등으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별 

응시자 수가 표기된다(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과 응시자 수).

◦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모의평가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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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모의평가의 시행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지원자 현황

◦ 영역별 지원자는 국어 영역 518,160명, 수학 영역 513,651명, 영어 

영역 517,655명, 한국사 영역 518,677명, 사회탐구 영역 280,237명,
과학탐구 영역 245,823명, 직업탐구 영역 9,548명이며,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40,377명이다.

◦ 수험생 중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15명,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 30명,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 108명,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17명으로 총 170명이다.

◦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및 음성평가자료(화면

낭독프로그램용 파일, 1‧3‧4교시에 해당)를 제공하고, 2교시 

수학 영역에서는 신청자에 한해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확대

(118%, 200%, 350%) 및 축소(71%) 문제지를 제공하며,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에게는 3교시 듣기평가 대본을 제공한다.

나. 시험 시간 운영

◦ 시험은 1교시 국어 영역(08:40~10:00), 2교시 수학 영역

(10:30~12:10), 3교시 영어 영역(13:10~14:20), 4교시 한국사 영역 및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14:50~16:37),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17:05~17:45)의 순서로 실시된다.

-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은 

영역을 선택한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하고, 영역별 선택

과목은 본인이 선택한 1개 과목에 대해 응시하면 된다.
문제지는 영역별로 공통과목과 모든 선택과목이 포함된 합권 

형태로 제공하며, 수험생은 문제지에서 본인이 선택한 선택과목 

부분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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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2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1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을 

제외한 5개 과목 중에서 1개를 응시하면 된다.

◦ 4교시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시험 시간 운영

-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 분리에 따라, 한국사 영역 시험 시간

종료 후, 한국사 영역 문제지 및 답안지를 회수하고, 탐구 영역 

문제지 및 답안지를 배부하는 시간을 15분 부여한다(탐구 영역 미선

택자는 대기실로 이동 가능).

시험 시간 시험 영역

14:50 ∼ 15:20 한국사

15:20 ∼ 15:35
한국사 영역 문·답지 회수,
탐구 영역 문·답지 배부

- 탐구 영역은 선택과목당 시험 시간이 30분이며, 선택과목별 시험이 

종료된 후 해당 문제지는 2분 이내에 회수한다.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를 풀고 답안지의 답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선택

과목 수에 따라 시험 시간이 다르므로 감독 교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 수에 따른 시험 시간은 다음과 같다.

시험 시간 1과목 선택자 2과목 선택자

15:35 ∼ 16:05 대기 제1선택과목 응시

16:07 ∼ 16:37 제1선택과목 응시 제2선택과목 응시

다.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심사, 성적 통지

◦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관련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이의신청 접수 : 2021. 9. 1.(수) ~ 9. 4.(토) 18:00

- 이의심사 : 2021. 9. 6.(월) ~ 9. 13.(월)

- 정답 확정 발표 : 2021. 9. 13.(월) 17:00

◦ 성적 통지 : 2021. 9. 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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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 운영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험장별 방역 대책이나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한 응시 희망자 또는 시험 당일 

발열 등으로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을 위하여 작년 모의평가 및 

올해 6월 모의평가와 같이 온라인 응시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 해당 홈페이지는 9월 2일(목) 저녁 9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답안을 입력 후 제출하면 별도의 성적을 

제공한다. 다만, 응시생 전체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 온라인 응시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시험장(학교, 학원 등)에 

안내하여 수험생에게 공지되도록 하였다.

마. 기타

◦ 전체 시험장(학교, 학원 등)은 철저한 방역 관리 아래 시험을 실시

하며, 특히 시험장을 설치한 431개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함께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방역 조치 사항들을 점검하였다.

◦ 시험장을 설치한 431개 학원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별도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 당일 새벽에 문답지를 받게 된다. 시･도교육청

에서는 감독관을 파견하여 매 교시 문제지 개봉 시간 및 시험 

시간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홍보실 임혜균 담당(☎ 043-931-06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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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019~2022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지원자 수 및 영역별 지원 현황

□ 지원자 수 현황

(단위: 명)

구분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20학년도 2019학년도

재학생 409,062 409,287 459,217 514,436

졸업생 등 109,615 78,060 90,007 86,344

합계 518,677 487,347 549,224 600,780

□ 영역별 지원 현황

(단위: 명)

교시 영역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20학년도 2019학년도

1 국어 518,160 485,700 548,422 599,949

2 수학 513,651
가 176,596 가 190,760 가 210,248

나 306,778 나 354,146 나 385,083

3 영어 517,655 485,607 548,432 599,326

4

한국사 518,677 487,347 549,224 600,780

사회탐구 280,237 263,985 293,281 311,679

과학탐구 245,823 212,281 243,214 275,087

직업탐구 9,548 9,722 11,682 12,282

5
제2외국어/
한문

40,377 49,344 53,629 5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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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간표 및 시험 진행 요령

구      분 시      간
진  행    요  령

수험생 입실 완료 08:10까지

1
교
시

감 독 관 입 실 08:10
- 시험실 책상 및 개인소지품 정리･정돈
- 유의사항 설명
- 휴대폰 등 통신기기 회수

예 비 령 08:25
- 답안지 배부 및 작성 시 유의사항 설명
- 성명, 수험번호 등 기재 및 표기 지시
- 미선택자 대기실로 인솔

준 비 령 08:35
- 문제지 배부
- 문제지 페이지 수 확인(수험생)
- 필적확인문구 기재 

본    령 08:40
국어 영역 시험 08:40∼10:00(80분) - 결시자 파악 등 감독관 확인사항 처리
종 료 령 10:00

휴           식 10:00∼10:20(20분)

2
교
시

예 비 령 10:20 - 1교시와 같음.
준 비 령 10:25 - 1교시와 같음.
본    령 10:30
수학 영역 시험 10:30∼12:10(100분) - 1교시와 같음.
종 료 령 12:10

점           심 12:10∼13:00(50분)

3
교
시

예 비 령 13:00 - 1교시와 같음.
준 비 령 13:05 - 1교시와 같음.
듣기평가 안내 방송 13:07∼13:10(3분)
본    령 13:10
영어 영역 시험
※듣기평가 25분 이내 13:10∼14:20(70분) - 1교시와 같음.※ 시작 직후 듣기평가 방송이 실시됨
종 료 령 14:20

휴           식 14:20∼14:40(20분)

4
교
시

예 비 령 14:40 - 1교시와 같음.
준 비 령 14:45 - 1교시와 같음.
본    령 14:50
한국사 영역 시험 14:50∼15:20(30분) - 1교시와 같음.

종 료 령 15:20 - 한국사 영역 문ㆍ답지 회수
- 탐구 영역 미선택자 대기실로 인솔

예 비 령 15:25 - 답안지 배부 및 작성 시 유의사항 설명
- 성명, 수험번호 등 기재 및 표기 지시

준 비 령 15:30 - 문제지 배부, 제1선택 과목 문제지 확인
- 필적확인문구 기재 

본    령 15:35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시험 15:35∼16:37(62분)
- 선택과목 수별 별도 운영
- 과목당 시험 시간은 30분임.
- 시험 본 과목의 문제지 회수 시간은 2분임.

종 료 령 16:37
휴           식 16:37∼16:55(18분)

5
교
시

예 비 령 16:55 - 1교시와 같음.
준 비 령 17:00 - 1교시와 같음.
본    령 17:05
제2외국어/한문 영역 시험 17:05∼17:45(40분) - 1교시와 같음.
종 료 령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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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 과목별 출제범위, 문항유형 및 배점

구분

영역
문항 수 문항 유형

배점
출제범위(과목)

문항 전체

국어 45문항 5지선다형 2, 3 100점

ㆍ공통과목 : 독서, 문학

ㆍ선택과목(택 1) :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ㆍ공통 75%, 선택 25% 내외

수학 30문항
5지선다형,

단답형
2, 3, 4 100점

․공통과목 : 수학Ⅰ, 수학Ⅱ

․선택과목(택 1) :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ㆍ공통 75%, 선택 25% 내외

ㆍ단답형 30% 포함

영어 45문항
5지선다형

(듣기 17문항)
2, 3 100점

영어Ⅰ, 영어Ⅱ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한국사

(필수)
20문항 5지선다형 2, 3 50점

한국사를 바탕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 내용 중심으로

출제

탐구

사회･

과학

탐구

과목당

20문항
5지선다형 2, 3

과목당

50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17개 과목 중 최대 택 2

직업

탐구

과목당

20문항
5지선다형 2, 3

과목당

50점

1과목 선택 :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ㆍ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중 택 1

2과목 선택 : 위 5개 과목 중 택 1 +

성공적인 직업생활

제2외국어/한문
과목당

30문항
5지선다형 1, 2

과목당

50점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9개 과목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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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응시 홈페이지 운영 개요

1. 홈페이지 주소 및 운영 기간

   1) 주소  https://icsat.kice.re.kr

2) 운영기간 온라인 응시 가능 일시

교시별 응시 개시 응시 마감

일자
교시 2021.9.1.(수) 2021.9.2.(목)

1교시 15:00 부터

21:00 까지

2교시 16:30 부터

3교시 18:30 부터

4교시 20:20 부터

5교시 22:00 부터

2. 온라인 응시 주요 내용

   1) 응시 절차

온라인 응시 희망자
(방역 조치에 따라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시험장 모의평가 담당자
(시험지구교육지원청, 학교, 학원)

1 온라인 응시 방법 및 
수험번호 등 문의

2

온라인 응시 관련 안내

 ① 응시신청 접수 여부 확인 및 

희망자의 수험번호 등 정보 제공

②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 URL 안내

③ 입력 마감 시간(9.2.(목) 21시) 안내
3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 접속

① 본인의 수험번호와 생년월일, 성명 

등 입력(입력 정보 오류 시 채점 불가)

② 교시별 온라인 응시(9.1.(수) 15:00부터)

   2) 기타 안내 사항

    ◦ 온라인 응시 시 수험번호 및 생년월일,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 요망

      ※ 수험번호 및 생년월일, 성명 등이 잘못 입력될 경우 채점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 마감은 9.2.(목) 오후 9시까지이며, 마감 시까지 입력된 답안만 채점 실시

    ◦ 시험장에서 응시한 수험생이 온라인으로 답안을 중복 제출한 경우 시험장 답안지 

기준으로 성적 제공

    ◦ 당일 시험 도중 발열 등의 사유로 중도 귀가하여 온라인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제출한 영역도 온라인에 다시 답안을 입력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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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