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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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모의평가 대비 0.2%p 증가하였다.

- 수학 영역의 가형, 나형 응시자 비율은 각각 32.4%, 66.1%로,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수학 가형은 0.7%p 증가, 수학 나형은 0.4%p 감소하였다.

- 영어 영역의 응시자 비율은 99.8%로,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0.1%p 증가하였다.

구분 국어
수학

영어
가형 나형

인원(명) 387,945 126,091 257,639 389,046

비율(%) 99.6 32.4 66.1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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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응시 비율(52.5%)이 과학탐구 응시 비율(45.1%)보다

높았다.

- 수학 영역의 경우, 가형은 과학탐구 응시 비율(98.4%)이, 나형은 사회탐구 응시

비율(77.1%)이 높았다.

- 영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응시 비율(52.5%)이 과학탐구 응시 비율(45.1%)보다

높았다.

구분 국어
수학

영어
가형 나형

사회탐구
인원(명) 203,593 795 198,700 204,304

비율(%) 52.5 0.6 77.1 52.5

과학탐구
인원(명) 175,073 124,099 51,017 175,341

비율(%) 45.1 98.4 19.8 45.1

직업탐구
인원(명) 6,795 646 6,110 6,859

비율(%) 1.8 0.5 2.4 1.8

미응시
인원(명) 2,484 551 1,812 2,542

비율(%) 0.6 0.5 0.7 0.6

계
인원(명) 387,945 126,091 257,639 389,046

비율(%) 100.0 100.0 100.0 100.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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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수능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명) 표준점수최고점 인원(명) 표준점수최고점 인원(명) 표준점수최고점 인원(명)

국어 139 529 140 777 139 1,251 138 234

수학
가형 135 535 134 893 143 315 132 894

나형 142 579 149 661 140 2,904 148 438

◦ 국어 영역의 경우, 138점으로 작년 9월 모의평가보다 낮아졌다.

◦ 수학 영역의 경우, 가형은 132점, 나형은 148점으로 작년 9월 모의평가보다 가형은

낮아졌고, 나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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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이 가장 낮았다.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사회 문화 응시자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53.3%→56.7%)한 반면, 한국지리 응시자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25.6%

→20.7%)하였다.

◦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생명과학Ⅰ 응시자 비율(61.6%)이 가장 높았고, 물리학Ⅱ,

화학Ⅱ 응시자 비율(2.0%)이 가장 낮았다.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화학Ⅰ 응시자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34.7%→38.8%)한 반면, 지구과학Ⅰ 응시자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67.9%→59.6%)하였다.

◦ 직업탐구 영역의 경우, 상업 경제 응시자 비율(41.9%)이 가장 높았고,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응시자 비율(1.9%)이 가장 낮았다.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인간 발달

응시자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20.3%→26.6%)한 반면, 회계 원리 응시자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43.8%→40.4%)하였다.

◦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아랍어Ⅰ 응시자 비율(52.5%)이 가장 높았고, 베트남어Ⅰ

응시자 비율(1.5%)이 가장 낮았다.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중국어Ⅰ 응시자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11.4%→12.8%)한 반면, 아랍어Ⅰ 응시자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55.3%→

52.5%)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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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탐구 영역 과목별 응시 인원과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생활과 윤리 119,743 58.5 세계사 17,256 8.4

윤리와 사상 26,942 13.2 경제 5,478 2.7

한국지리 42,336 20.7 정치와 법 22,976 11.2

세계지리 33,632 16.4 사회·문화 115,982 56.7

동아시아사 22,936 11.2

- 과학탐구 영역 과목별 응시 인원과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물리학Ⅰ 50,281 28.7 물리학Ⅱ 3,436 2.0

화학Ⅰ 68,010 38.8 화학Ⅱ 3,567 2.0

생명과학Ⅰ 108,111 61.6 생명과학Ⅱ 7,318 4.2

지구과학Ⅰ 104,619 59.6 지구과학Ⅱ 4,521 2.6

- 직업탐구 영역 과목별 응시 인원과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농업 이해 764 11.1 회계 원리 2,791 40.4

농업 기초 기술 571 8.3 해양의 이해 189 2.7

공업 일반 1,373 19.9 수산·해운산업기초 129 1.9

기초 제도 1,243 18.0 인간 발달 1,837 26.6

상업 경제 2,893 41.9 생활서비스산업의이해 1,765 25.6

- 제2외국어/한문 영역 과목별 응시 인원과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선택 과목 인원(명) 비율(%)

독일어Ⅰ 616 4.1 러시아어Ⅰ 254 1.7

프랑스어Ⅰ 700 4.7 아랍어Ⅰ 7,893 52.5

스페인어Ⅰ 778 5.2 베트남어Ⅰ 230 1.5

중국어Ⅰ 1,928 12.8 한문Ⅰ 779 5.2

일본어Ⅰ 1,842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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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탐구 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의 표준점수 최고점과 해당 인원은

어떠하였는가?

◦ 사회탐구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세계사, 사회·문화(71점)가 가장 높았고,

한국지리(66점)가 가장 낮았다.

◦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생명과학 I, 물리학Ⅱ(71점)가 가장 높았고,

화학 I, 지구과학 I(68점)이 가장 낮았다.

◦ 직업탐구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해양의 이해(97점)가 가장 높았고,

공업 일반(69점)이 가장 낮았다.

◦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아랍어 I(83점)이 가장 높았고,

러시아어 I(64점)이 가장 낮았다.

◦ 영역별 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사회탐구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의 차이는 5점으로 작년 9월 모의평가

(10점)보다 감소하였다.

-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의 차이는 3점으로 작년 9월 모의평가

(11점)보다 감소하였다.

- 직업탐구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의 차이는 28점으로 작년 9월 모의평가

(28점)와 동일하였다.

-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의 차이는 19점으로 작년 9월 모의

평가(21점)보다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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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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3,577 세계사 71 225
윤리와 사상 68 545 경제 70 164
한국지리 66 2,740 정치와 법 69 474
세계지리 68 761 사회·문화 71 405

동아시아사 70 654

- 과학탐구 영역

선택 과목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명) 선택 과목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명)

물리학Ⅰ 69 558 물리학Ⅱ 71 36
화학Ⅰ 68 1,822 화학Ⅱ 70 25
생명과학Ⅰ 71 1,626 생명과학Ⅱ 70 156
지구과학Ⅰ 68 3,006 지구과학Ⅱ 70 50

- 직업탐구 영역

선택 과목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명) 선택 과목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명)

농업 이해 90 3 회계 원리 82 11

농업 기초 기술 87 1 해양의 이해 97 2

공업 일반 69 43 수산·해운산업기초 91 1

기초 제도 75 13 인간 발달 87 10

상업 경제 81 11 생활서비스산업의이해 82 4

- 제2외국어/한문 영역

선택 과목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명) 선택 과목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명)

독일어Ⅰ 68 1 러시아어Ⅰ 64 4
프랑스어Ⅰ 65 7 아랍어Ⅰ 83 30
스페인어Ⅰ 65 9 베트남어Ⅰ 68 10
중국어Ⅰ 68 9 한문Ⅰ 68 28

일본어Ⅰ 67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