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 통 신 문

교무실 985-1093

우) 10129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54-20

제 2022 - 120 호

제 목

행정실 985-1095

『청렴은 교육의 기본가치입니다.』

2022학년도 1학기 지필평가 시정표 및 유의사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학교 발전을 위해 보내주시는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학년도 1학기 2·3학년 지필평가 시정표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하오니 지필평가 세부 일정과
유의 사항을 확인하셔서 자녀가 평가에 차질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학기 지필평가 시정표>
날짜
6/28
(화)
6/29
(수)
6/30
(목)

과목

교시

예비종

시험 시간

쉬는 시간

1교시

9:10

09:15~10:00(45분)

15분

2학년
자기주도학습

3학년
자기주도학습

2교시

10:15

10:20~11:05(45분)

15분

국어

국어

3교시

11:20

11:25~12:10(45분)

과학

과학

1교시

9:10

09:15~10:00(45분)

15분

한문

자기주도학습

2교시

10:15

10:20~11:05(45분)

15분

수학

수학

3교시

11:20

11:25~12:10(45분)

역사

역사

1교시

9:10

09:15~10:00(45분)

15분

영어

영어

2교시
3교시

10:15

10:20~11:05(45분)

15분

11:20

11:25~12:10(45분)

도덕
봉사활동(창∙체)

사회
봉사활동(창∙체)

조회 : 08:50 – 09:00
점심 시간 : 12:10~13:10(60분)
종례 : 13:10~
1학년 : 지필평가 기간 중 3교시까지 정상 수업 운영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2․3학년 지필평가 안내>
1.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을 받기 전 학생임)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1학기 지필평가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2. 확진자 및 의심증상 학생 : 분리 고사실 운영
3.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 비율 100% 반영)
- 시험 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 분리 고사실 응시생이 시험 과목 중 일부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함
▶ 분리 고사실 응시생이 응시 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의 인정점은 인정 비율 80% 반영
4.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은 개인 음용수 지참
5. 분리 고사실 응시생 : 등교(08:50 – 09:00), 별도 출입구 및 화장실 사용(개별적 안내)
※ 코로나19 관련 이외 질병 결석 : 질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제출시 80% 인정점 부여
▶2022학년도 지필평가 기간 결시생 인정점 부여기준 및 성적처리 안내(수정) 제2022-74호 가정 통신문 참조

<시험 시 학생 유의사항>
1. 부정행위 절대금지
※ 부정행위의 유형 ※
1.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휴대전화 또는 SNS 문자 전송, 이어폰 사용, 음성메시지 전송, 인터넷 이용 사전 모의
- 미리 구해 놓았던 OMR답안지 뒷면에 교과 내용을 적어 두는 행위
- 커닝 페이퍼를 학생증 케이스, 볼펜 속에 보관하는 행위
2. 다른 학생에게 답안을 보여 줄 것을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3.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 주는 행위
- 감독교사에게 질문을 하여 주의를 흩어 놓은 다음 답을 알려주는 행위
- 시험지와 동일한 지질의 종이에 미리 내용을 적어 두고 시험지 위에 붙이는 행위
- 시험지가 2장 이상인 경우 똑같은 크기의 프린트물을 시험지에 포개어 놓는 행위
- 답안지를 2장 이상 받아 한 명이 두 명 답안지를 작성하여 몰래 제출하는 행위
- OMR답안지를 교환하여 답안지를 대리 작성하는 행위
- 다 풀고 엎드린 후 시험지나 답안지를 옆에 두고 겨드랑이 사이로 보여 주거나, 다른 학생이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답안을 기재한 행위
-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면서 커닝 페이퍼를 버리면 다른 학생이 줍는 행위
- 지우개에 정답을 쓰고 빌려 주는 행위
- 답안지를 걷는 틈을 타서 답안을 베끼거나 답안지를 걷는 학생들이 알려주는 행위
4.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서로 정확히 맞춰 놓은 시계를 이용해 시작 신호와 함께 모든 문항의 답안을 알려주는 행위
5.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6.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7.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8.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9. 자리를 바꾸어 앉는 행위
※ 이 외의 부정행위는 본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함

2. 선택형 답안은 컴퓨터용 수성사인펜만 사용
(수정 시 수정테이프 사용)
3. 인적사항 정확하게 표기하고 답안지에 무표기, 이중표기 하지 않기
4. 틀린 답안카드는 훼손하지 않고, 인적사항의 성명 옆에 ‘☓’ 표기하여 제출하기
5. 휴대폰 및 모든 전자기기(스마트 워치 등의 웨어러블, 블루투스 기기, 무선 이어폰 등) 소지하지 않기
6. 가방은 예비령이 울리기 전에 교실 밖 복도에 놓기
7. 책상 위에는 허용된 필기도구(컴퓨터용 사인펜, 검정 볼펜, 샤프 펜슬 및 연필, 지우개, 수정 테이프)만 올려놓기
8. 양 손은 책상 위에 올리고 바른 자세로 앉아 응시하기
9. 종료 종이 울리면 즉시 양손은 책상 아래로 내리고 정면 응시하기(종료령과 동시에 답안지 제출)
10. 답안지 바코드 부분은 절대 훼손하지 않기
<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
레이어, 통신· 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2022년 6월 14일

김 포 신 곡 중 학 교 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