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필평가 유의사항(학생용) ◉
(고사 실시 전)
1. 책상 배열: 5줄, 책상: 서랍이 칠판 쪽을 향하도록 돌려놓고 책상 위나 주변 벽 쪽의 낙서 지우기
2. 시험에 필요한 필기도구와 서술형 사인펜 준비, 아래 3, 4의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 부정행위관련 유의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숙지하기
3.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
(1) OMR 카드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을 사용하도록 하고, 답이라고 생각되는 번호 칸을 꽉 채워서 마킹한
다(희미한 마킹, ◉ ◐ ☑ 등의 부분적인 마킹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답란을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마킹하지 않은 경우, 예비마킹이 되어 있더라도 답안 제출 후에는 수정 및 작성이 불가하므로 ‘0점 ’처리)
(2) OMR 카드에 스티커, 수정테이프를 사용하면 안 된다(예비마킹은 가능함)
(3) 서술형 답안지 작성 시 학생들은 반드시 검정색이나 청색의 펜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기재하여야 하며, 연필이나
빨간색 펜 등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없다.
(4) 서술형 답안지 작성 내용을 정정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정정해야 하며 감독교사의 날인을 받는다. 서술형 답안지
의 답을 모를 때에는 공란으로 두지 말고 모름이라고 적는다.
(5) 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답안지를 주변 학생들이 볼 수 없도록 놓고, 시험지에 체크하는 필기도구는 진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독교사의 판단에 따라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도 있음)
4.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1) 시험 중 타 학생의 답안지를 보고 답을 기재한 경우 해당 교과의 성적은 ‘0점’ 처리된다.
(2) 시험 중 시험 교과와 관련된 교재 및 쪽지 등을 보고 답안을 기재하거나 책상에 시험 교과와 관련된 내용을 기
재해 놓고, 그것을 보고 답안을 작성하여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경우 해당 교과의 성적은 ‘0점’처리된다.
(3) 시험 중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주어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경우 답안지를 작성한 본인과 작성된 답
안지를 받기로 한 상대 학생의 해당 교과 성적은 모두 ‘0점’ 처리된다.
(4) 시험 기간 중 휴대 전화, MP3, 디지털 카메라, 카메라 펜 등 다양한 전자 기기 등을 소지했을 때 부정행위로 간
주된다.(가져왔을 경우엔 아침에 모두 담임 선생님께 맡긴다)
(5) (1) ~ (4)의 항목 외에도 해당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6) (1) ~ (4)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답안 작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교과의 성적을 ‘0점’ 처리한다.
(고사 기간 중)
1. 시험지를 받으면 반드시 시험지의 문항수와 인쇄 상태를 확인하여, 시험문제를 덜 풀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
도록 한다.(발생 시 본인 책임)
2. 시험 시작 종이 울리고 교실에 입실하면(지각한 경우) 잔여시간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해당 학생의 지각이
부정행위와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과목의 성적을 ‘0점’ 처리한다.
3. 위의 고사 실시 전의 유의사항과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지킨다.
4. 종료령이 울리기 10분 전에 “시험 종료 10분 전입니다.”라는 방송이 나오면 마킹을 시작한다. 답안지를 교체할 때
는 종료 전에 작성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교체를 요청해야 하며 시간 관리를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
도록 주의한다. (종료령이 울리면 바로 답안지를 수거함)

(고사 종료 후)
1. ‘성적 이의 신청 기간’은 평가 결과 공개 후 3일간임. 교과목의 성적이 공개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곧바로 교과담
당선생님께 이의를 신청하여 확인한다. 성적의 정정과 확인 등은 학생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 하며 성적 확인에 대
한 서명 등을 다른 학생에게 맡기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