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을 위한

학생용 안내 가이드
(Update : 2020.6.11.)

Global Creative Leader
1.

기말시험 전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교학부총장 서신

2.

시험윤리와 관련한 안내문

3.

시험 응시 전 확인사항

4.

대면시험 응시 절차

5.

비대면(온라인)시험 응시절차

6.

부정행위자 징계 및 처리

7.

기말시험 관련 문의처

[붙임] e-class 온라인 시험응시 가이드(학생용)
[붙임]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시험 참여 가이드(학생용)

Global Creative Leader

시험윤리와 관련한 안내문
■ 학생 시험 응시 전 시험윤리 안내문 확인
- 금번 기말시험 부정행위 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함을 숙지

시험윤리와 관련한 안내문
● 2020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은 비대면시험 원칙 운영으로 인해 전례없이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이에 학생 여러분께 금번 기말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함을 알려드리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어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내용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시험에 응하기 전 잘 숙지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ㆍ교과서나 참고자료를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훔쳐보거나 참고하는 행위(온라인 검색 등 포함)
ㆍ타인의 시험지, 답안지를 참고하거나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타인과 공모하여 답안을 공동 작성하고 제출하는 행위
ㆍ대리시험을 청탁하거나 청탁받아 시험을 치르는 행위
ㆍ금지된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사용, 또는 외부의 원조를 얻어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ㆍ감독관의 시험 진행과 관련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ㆍ기타 정상적인 시험응시 행위 범위를 벗어나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
ㆍ기타 학사운영규정 I 제47조2(부정행위 구분)에 해당하는 행위
- 부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됩니다.
ㆍ 부정행위 적발 시 성적관련 처분(해당과목 낙제, 당일과목 전체 낙제, 해당학기 전 과목 낙제) 후, 사안에 따라 징계처분(근신, 유기정학, 무기
정학, 퇴학)까지 받을 수 있음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졸업 시까지 장학금 수혜 불가함
- 또한, 비대면 시험 시 시험과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응시 전 메신저 프로그램 및 기타
소프트웨어를 종료하고 시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대학교 학생 여러분께서는 중앙인으로서 본인의 양심을 스스로 지키며 떳떳하게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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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응시 전 확인사항
■ 과목별 시험유형 및 시간표 확인
- 각 대학, 학과별 홈페이지를 통해 과목별 시험유형 및 시간표를 확인
ㆍ 시험시간표 예시(각 대학, 학과별로 양식은 상이할 수 있음)
캠퍼스

개설대학명

서울

인문대학

안성

예술대학

서울

다빈치교양대학

분
반

교수명

기말시험 유형

시험
일자

시험
시작

시험
종료

건물

고사실

국어국문학과 02000

고전문학사

01

홍길동

온라인(비대면)시험

6-22(월)

14:00

14:50

-

-

공연영상창작
12345
학부 사진

사진미학

01

김중앙

대면시험

6-23(화)

10:30

11:20

글쓰기

06

이카우

과제물 대체

-

-

-

-

교과목
코드

대면시험인 경우

교과목명

개설전공명

98765

806관 6224호, 6214호
-

-

※ 시험 유형 및 응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수업의 교·강사를 통하여 공지 예정

■ 각 대학 교학지원팀에서 시험시간표 확인 안내 예정, 반드시 응시 전 시험유형 및 시간표를 확인
- 홈페이지, e-mail, 문자 등으로 안내 예정
- 시험유형 및 시간표는 수시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대학별 홈페이지 및 해당 교수자에게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목별 기말시험 유형에 따라 아래 응시절차를 확인하여 시험 응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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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시험 응시 절차
■ 교내 검역 및 방역절차
- 학교 도착 후 건물별 검역소 방문 → 문진표 제시 → 발열체크 → 이상없을 시 요일별 손목밴드 배부 → 시험강의실 이동
- 검역소에서 이상판정(발열, 호흡기 증상 등) 받은 학생은 별도 격리하여 재 체크 후, 이상판정 확정되면 귀가 조치
(대면시험 응시 불가)
ㆍ해당 학생 명단은 별도로 작성 후 해당 수업 교수자에게 전달, 교수자의 대체 조치(과제물 등)에 따라 기말 응시
절차
①

②

내용
(등교 전) 학생 포털 > 「대면시험 참석용 온라인 문진표」 제출
* 온라인 문진표는 대면 시험 참석일마다 매일 작성해야 하며 해당 결과는 제출 당일에만 유효
문진표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문진표 등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검역소 방문

→ 등교 불가
다음의 해당자는 대면 시험 참석 및 등교가 불가하므로 담당 교수에게 별도로 연락을

→ 문진표 확인
- 문진표 상 ‘정상‘ 인 경우 통과
→ 열화상카메라 발열체크
* 시험 시작 시간보다 최소 30분 이전까지 필히 검역소 방문

③

취하여 비대면시험, 과제물 대체 등 과목별로 정해진 방법으로 시험을 대체함.
1) 문진표 제출 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시
2) 해외 체류 중이거나 체류국가가 확인 불가한 유학생 일 시
3) 본교 코로나19 자율격리 신고결과 ‘자율격리중’ 또는 ‘미신고자’ 상태 일 시

발열증상이 없을 시

발열증상이 있을 시

→ 대면 시험 참석 가능

→ 대면 시험 참석 불가

→ 문진표 확인
→ “대면 참석가능 손목밴드” 착용
* 마스크 착용 필수

모바일 학생증 QR코드 확인
→ “대면 시험 참석 불가” 처리
- 대면 시험이 불가하므로 담당 교수에게 별도로 연락을 취하여 비대면시험, 과제
물 대체 등 과목별로 정해진 방법으로 시험을 대체함.

* 모든 학생은 반드시 1일 1회 검역소 검역 후 요일별 손목밴드를 착용하여야 강의실 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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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시험 응시 절차
■ 검역소 위치 : 102관, 305관, 310관(시험이 있는 건물마다 검역소 설치)
- 검역소 운영시간 : 08:00 ~ 18:00
- 건물별 검역소까지의 통제선을 잘 지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물 및 강의실 입장 전 반드시 검역소에서 검역을 거쳐
손목밴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역소에서 개인 위생용품(소독티슈 등)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인식표 기본형태 : 요일별 색깔이 각기 다른 손목밴드 형태(건물, 강의실 출입 시 제시)
※ 의과대학, 동숭동 연극원 등은 자체 검역절차에 따라 대면시험 응시

■ 자가문진표 작성 및 제출방법
- 자가문진표 내용
이름

단과대학

학번

연락처

1. 발열 증상(37.5℃ 이상)이 있습니까?

□아니오(No)

Do you have fever(above 37.5℃)?

□예(Yes)

2.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습니까? (기침/가래/인후통/호흡곤란/설사/미각 및 후각 소실)

□아니오(No)

Do you have COVID-19 suspected symptoms? (Cough/Sputum/Sore throat/Dyspnea/loose stool/Loss of Taste/Smell)

□예(Yes)

3. 최근 2주 이내 해외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오(No)

Have you ever visited “Overseas” for the past 2 weeks?

□예(Yes)

4. 최근 2주 이내 확진자와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No)

Have you ever met “COVID 19-positive” family/others for the past 2 weeks?

□예(Yes)

℃

위 답변에 거짓이 없으며, 허위사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All the Answers are True. And I will be punished for any problems caused by false answers.(under “Infection Disease Control Act”) □Yes

- 자가문진표를 온라인(포털) 으로 작성 후 검역소를 통과하며 제시, 현장에서도 문진표 작성 및 제출 가능
※ 허위 작성 시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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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시험 응시 절차
■ 교내 방역계획
- 방역 및 소독 절차
ㆍ 방역대상 : 대면시험이 진행되는 전체 강의실 및 공용공간
ㆍ 방역방식 : 연무식 및 분사식 소독(강의실), 담당 환경원 상시 청소 실시(공용공간)
ㆍ 방역시간 : 매일 시험 종료 후(18:00~19:00 예정)

■ 교내 방문 시 개인위생 및 생활방역 실천 내용

아프면 등교하지 않고
집에 머물기

개인별 2m 이상
거리두기 실천

30초 손 씻기,
손소독제 사용,
기침은 옷소매에

생활공간 환기
및 소독

개인별 마스크
반드시 착용

시험 종료 후에도
모임 등 자제하고 귀가

■ 시험 간 강의실 사용 및 거리두기 지침
- 건물별 개방된 입출구만을 사용하여 출입 가능(폐쇄 출입구 이용 불가)
ㆍ개방 입출구에 인식표 검사자에게 인식표를 제시하고 통과(인식표 확인에 협조 요망)
- 시험장 뿐 아니라 입/퇴실 시에도 개인별로 2m 이상 거리를 두며 이동(가이드용 스티커 참조)
- 마스크는 항상 착용하여 비말이 튀지 않도록 할 것
8

Global Creative Leader

대면시험 응시 절차
■ 외국인 학생, 재외국민 중 미입국자, 확진자 등 시험응시 안내
- 외국인 학생이나 확진자 등 대면시험을 응시할 수 없는 경우
ㆍ 소속 대학 행정실을 통해 신고하고 타 방식으로 시험 대체
- 외국인 학생 중 국내 체류 중인 학생은 타 학생과 동일하게 시험 응시하여야 함
ㆍ 재외국민 학생은 출입국사실확인서 등 증빙 제시 필요

■ 장애학생의 대면시험 응시
- 본인 수강과목의 시험 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대면시험이 있는 경우, 시험 전 장애학생지원센터에 필요한 사항 요청
- 장애학생지원센터와 대학 교학지원팀이 협력하여 해당 학생에게 필요한 조치 시행(별도공간 및 감독자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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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온라인) 시험 응시 절차
■ 기말시험 유형 중 온라인(비대면) 시험 응시 전 준비
1

원활한 접속을 위해 시험 시작 30분 전 미리 로그인 권장

2

시험 응시 전 반드시 사용하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정상 작동하는지 Self-Check

3

반드시 온라인 시험응시 가이드(별첨1) 를 시험 전 꼼꼼히 확인

※ 온라인(비대면) 시험 중 e-class를 사용하지 않는 시험의 경우는 각 교수자에게 확인하여 응시 방법을 사전 숙지

■ Zoom을 통해 감독을 실시하는 과목의 준비
- 교수자가 Zoom을 통해 감독할 경우, 교수자에게 Zoom의 주소를 전달받아 접속한 상태에서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ㆍ교수자의 지시에 따라 얼굴이 잘 보이도록 휴대폰/노트북 세팅, 음성 등 점검
ㆍZoom 감독 여부는 과목별로 다르므로, 교수자를 통해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장애학생의 비대면 시험 응시
- 본인 수강과목의 시험 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대면시험이 있는 경우, 시험 전 장애학생지원센터에 필요 사항 요청
-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대학 교학지원팀과 협력하여 해당 학생에게 필요한 조치 시행(과제물 대체, 보조인력 확보 등)

■ 접속 부하를 낮추기 위한 학생 여러분의 협조 요청
- 답안 제출기간이 긴 시험(과제물 대체 등)의 경우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타 시간대에 접속 권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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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 징계 및 처리
■ 2020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간 부정행위자 처분 공고
금번 기말고사 간 부정행위 발생 시, 이유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되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의 유형(대면, 비대면시험 공통 적용)
1. 타인의 답안지를 훔쳐본 자 및 보여준 자
2. 노트나 교재, 메모, 기타 참고서 등을 훔쳐본 자
3. 타인의 답안지를 서로 보여주도록 강요한 자
4. 쌍방이 서로 상의한 자
5. 예상문제를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자
6. 책상, 책받침 등에 적어 놓은 자

7. 답안지를 바꾸어 본 자 또는 문제지에 메모하여 문제지를 바꾸어 본 자
8.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및 이를 의뢰한 경우
10. 고사장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복하고 반항/항거행위를 한 자
11. 기타 부정행위

□ 부정행위 발생 시 처분
- 부정행위 적발 시 성적관련 처분(해당과목 낙제, 당일과목 전체 낙제, 해당학기 전 과목 낙제) 후, 사안에 따라 징계처분(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까지 받을 수 있음
-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졸업 시까지 각종 장학금 수혜 불가함
□ 부정행위자 처분 절차
- 사실조사 후 부정행위 사실 확정 → 소속대학 교수회의 심의 → 사안이 중한 경우 대학 차원의 징계위원회 소집하여 징계 양정 결정 → 처분
또한, 비대면 시험 시 응시와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응시 전 메신저 프로그램 및 기타 소프
트웨어를 종료하고 시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금번 시험 간 부정행위 발생 시 원칙에 따라 무관용 처분함을 강조하는 바, 학생 여러분께서도 한층 더 부정행위에 대해 경각
심을 가지고 시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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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시험 관련 문의처
■ 기말시험 관련 문의처
• 각 단과대학 수업담당자 연락처
- 가. 서울캠퍼스 : ☎ 02) 820-교내번호
대학

연락처

대학

연락처

인문대학

5046

경영경제대학

5532

사회과학대학

5077

약학대학

5591

사범대학 / 교직팀

5079 / 5080

의과대학

5635

자연과학대학

5184

적십자간호대학

5967

공과대학

5247

창의ICT공과대학

5251

예술대학
(연극, 영화, 공간연출)

5774

소프트웨어대학

5251

다빈치교양대학

6635

- 나. 안성캠퍼스 : ☎ 031) 670-교내번호
대학

연락처

대학

연락처

생명공학대학

3017

체육대학

4523

전체

4656

다빈치교양대학

4824

음악학부

3285

예술공학대학

3182

전통예술학부

4813

-

-

예술대학

■ e-class 사용 문의 : 교수학습개발센터 ☎ 02) 881-7310~7316
■ 장애학생 지원 : 서울 ☎ 02)820-6578~9, 안성 ☎ 031)670-4816
12

e-class 온라인 시험 응시 가이드

학습자

시험 전
e-class 온라인 시험 사용 방법 안내

e-class 온라인 시험응시 가이드

테스트 시험 응시를 통한 PC 및 인터넷 환경 점검

ü 시험 응시 전 반드시 테스트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여야 합니다.
• PC 사용 및 점검
• 가급적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아닌 PC로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응시 불가 문항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파일 업로드 유형 문항 등 )
• 시험 응시에 사용할 PC 상태와 인터넷 접속 환경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P2P(토렌트 등), 게임 및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모두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확인
• 테스트 시험을 통해 문제가 잘 보이는지, 시험 제출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기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시험 응시 도중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교수님 또는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class 온라인 시험응시 가이드

응시 전 필수 확인사항

30분 전까지 여유 있게 미리 로그인하여 준비
○ 시험 시작 시에는 로그인이 조금 느려질 수 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는 시점에 다수 사용자가 급하게 동시에 로그인을 시도하여 접속이 다소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보다 느리다는 이유로 여러 번 새로고침하거나 복수의 디바이스로 접속을 시도하면 본인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
라 더 문제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느리더라도 차분히 1회만 로그인 시도하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
다.

○ 시험 시작 전 최소 10분 정도 여유를 두고 준비하세요.
시작 시간보다 약 30분 전에 미리 로그인을 하고 기다리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다른 브라
우저 창이나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을 종료하여 안정적인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만일 로그인 시도 후 10
초 정도 경과해도 로그인이 안되거나, 로그인 후 시험 페이지가 잘 표시되지 않는 등 다른 문제가 있다면 다른 PC로
바꾸어서 시험 응시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 환경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인 만큼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 환경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일 인터넷접속이 불안정하여 응시도중 인터넷접속이 불안하거나 끊어질 경우 제출한 답안이 서버까지 전달되지
않는 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시험 응시 전 인터넷접속의 이상유무와 충분한 속도가 나오
는지 확인 후 응시바랍니다.
* 참고) 인터넷 속도 확인 사이트: https://fast.com/ko/#

e-class 온라인 시험응시 가이드

응시 전 필수 확인사항

PC 이상 유무 점검
평소 PC가 자주 다운되거나 악성코드나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 PC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반드시 시험 응시 이전에 PC상태를 충분히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응시하시
기 바랍니다.
최근 학생 개인별 PC 환경으로 LMS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학교 중앙에서 제어할 수 없는, 학생 개인 PC의 소프트웨어 환경설정상의 문제인 만큼 [해당프로그램] > [환경설
정]부분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여, 최적화된 응시 환경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이외 타 프로그램 종료
메신저 프로그램이나 E-Mail, P2P프로그램 등 시험과 무관한 프로그램은 응시 전 반드시 종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된 에러로 정상적인 시험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 교환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모바일 대신 PC로 시험 응시
PC로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네트워크를 연결한 PC가 가장 안정적이나 불가피하게 무선 인터넷을
사용해야 할 경우, 네트워크 상태가 안정적인 곳에서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중교통, 야외, 이동 중 및 이와
비슷한 상황일 경우 네트워크 상태가 불안정하여 정상적인 시험 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

학습자

시험 중
e-class 온라인 시험 사용 방법 안내

e-class 온라인 시험응시 가이드

시험 중 유의사항

시험 페이지 접속
시험이 시작되는 시간을 엄수하여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간 엄수
응시시간이 지나면 답안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마감시간이 지나면 정각에 제출이 차단되므로 반드시 마감 전 답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동 제출 시, 그 시간까지 입력한 문항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저장되어 제출됩니다.
자동 제출 전 남은 시간을 팝업 알림으로 표시합니다. (5분 전, 1분 전에 표시됩니다.)

e-class 온라인 시험응시 가이드

시험 응시 시작 및 진행 과정 안내

퀴즈 참여를 클릭하여 시험 응시를 시작하세요.
시험 응시 가능한 시간이 되면 [퀴즈 참여] 버튼을 클릭하여 시험에 응
시할 수 있습니다.

풀이 시작 후 남은 시간과 풀이한 항목을 확인하세요.
시험 타이머는 [퀴즈 참여]버튼을 누르는 시점부터 작동합니다.
페이지 오른쪽에 지난 시간과 남은 시간이 표시됩니다.
풀이한 문제가 체크 표시되어 풀이하지 않은 문제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e-class 온라인 시험응시 가이드

시험 응시 시작 및 진행 과정 안내

타 PC에서 동시 로그인 시, 자동 로그아웃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시험 응시 중에 다른 PC 또는 기기에서 LMS에 로그인할 경우
현재 응시하는 PC에서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이 내역은 자동 저장됩니다.
문제 정답을 체크하면 바로 서버에 전송되어 저장이 됩니다.
혹시 아래 그림과 같이 저장 시간이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최종 제출에 문제가 없도록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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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응시 시작 및 진행 과정 안내

비정상 종료 시 다시 퀴즈 참여 재개를 하여 남은 시간 동안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응시 중에 브라우저 또는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하여 웹사이트가 비정상 종료되면 다시 LMS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시험을 재
개하면 됩니다(기존에 체크한 정답은 자동 저장되어 있습니다). 시험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풀이 도중 PC가 비정상 종료되는더라
도 다시 접속하여 시험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단, 시험 타이머는 계속 돌아가고 있으므로, 빠르게 시험을 재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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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응시 시작 및 진행 과정 안내

풀이 후 최종적으로 퀴즈 제출을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문제를 다 풀고 난 후 반드시 퀴즈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시험 풀이 내역을 제출하고
종료합니다. 퀴즈 제출 후에는 재응시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풀이 제한 시간이 모두 소진되면 자동 제출됩니다.
시험 응시 후 퀴즈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풀이 제한 시간이 모두 소진되어 남은 시간이
0분 0초가 되면 시험은 자동 종료 되면서 그 시각까지 풀이한 내역으로 자동 제출됩니
다(다수가 동시 접속하여 응시하기 때문에 최종 제출 완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시험남은 시간이 0분 0초가 된경우자동 제출화면 ▶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시험 참여 가이드(학생용)

시험 응시 관련 중요사항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시험 감독 가이드

시험 응시 관련 중요사항

• 시험을 치르기 전 수업시간 또는 따로 시간을 정하여 교수님과 사전 모의 시험을 반드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전
유의사항

• 모의 시험을 진행하면서 본인의 접속 기기 상태, 인터넷 환경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 교수님께서 ZOOM을 활용하여 시험을 감독하지만 이보다 앞서 스스로 양심적으로 시험에 응하겠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성인으로서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

시험 전주 혹은 별도로 시간을 정하여 교수님과 Zoom 접속 및 시험 응시 전 단계를 테스트하여야 합니다. Zoom
에 접속하여 모습을 촬영하고 교수님께서 정하신 규칙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접속 기기의 상태, 인터넷 환경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시험 전

•

Zoom 접속 링크나 비밀번호를 수강생 외 타인에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시험 응시 관련 중요사항

• 시험을 치르는 동안 비디오를 활성화해놓고 바른 자세로 시험에 응하여 주시고, 정해진 시간보다 앞서
응시를 완료하였더라도 Zoom에서 퇴장하거나 카메라 밖으로 이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정자세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중

• 의심을 살 만한 손짓이나 중얼거림, 고개짓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온라인 시험이
므로 불필요한 행동이 자칫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수님의 공지사항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를 켜두시기 바랍니다.
• 교수님의 안내 외에 불필요한 이어폰 사용, 키보드 타이핑, 과도한 움직임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
시험 후

정해진 시간보다 앞서 응시를 완료하였더라도 Zoom에서 퇴장하거나 카메라 밖으로 이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정자세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속 (PC 이용 시)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시험 감독 가이드

①

이클래스 공지사항에 등
록되었거나 혹은 별도로
안내 받은 Zoom 링크를
클릭하여 참가할 수 있습

안내 받은 링크로 참가
1

니다.

링크 클릭하여 참가

②

혹은 Zoom 사이트를 이
용해본 학생은 직접
Zoom.us 홈페이지로 들
어가서 입장할 수도 있습
니다. 상단의 [회의 참가]
선택 후, 회의 ID를 입력하

Zoom 웹사이트에서 회의 ID로 참가

2

여 참가할 수 있습니다.
(Zoom 프로그램을 설치
한 후에는 Zoom 프로그
램에서 바로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①

화상강의 참가 최초 실행
시에는 Zoom을 설치할
수 있는 안내가 나타납니

최초 실행 시 – ZOOM 설치 진행

다. [다운로드 및 실행]을
선택합니다.
②

다운로드

된

Zoom

Meeting을 설치합니다.

1

③

설치한 환경에서 실행 시
에는 Zoom Meeting 열
기가 나타나며 이를 클릭
하면 Zoom Meeting 프
로그램이 실행됩니다.

2

이후 실행 시 – Zoom Meeting 열기로 실행

3

• Zoom 미팅 설치 후 프로그
램 상에서 회의 ID를 통해 예
약된 화상강의를 확인하고
[참가]를 클릭하여 참가를
시작합니다.

1
2

①

회의 시작 시 PC의 스피커와
마이크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
다.

②

사용할 스피커 선택 상태를
확인하고, 소리가 들릴 경우
‘예’를 클릭합니다.

③

사용할 마이크 선택 상태를
확인하고 말하고 일시중지한
후 재생되는 소리를 확인하여

1

소리가 잘 들리면 ‘예’를 클릭
합니다.
④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를 시
작합니다.

2

3

4

접속 (스마트폰 이용 시)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시험 감독 가이드

①

Zoom 앱 실행 후 [회의
참가]를 누릅니다.

②

회의 ID를 입력하고, 본인
의 이름과 학번을 입력합

2

니다.

4
3

③

[참가]를 누릅니다.

④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
으면 사전에 교수님으로
부터 안내 받은 비밀번호
를 입력합니다.

1

①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
를 누릅니다.

②

[인터넷 오디오로 통화]를
선택합니다.

③

교수님의 지시에 따라 시
험에 응시합니다.

2

1

①

Zoom 앱 실행 후 [회의
참가]를 누릅니다.

②

회의 ID를 입력하고, 본인
의 이름과 학번을 입력합

2

니다.

3

③

[회의 참가]를 누릅니다.

④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
으면 사전에 교수님으로

4

부터 안내 받은 비밀번호
를 입력합니다.
⑤

장치 오디오를 통해 통화
등 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

5
1

인합니다.

학생 여러분은 중앙의 자랑입니다.
중앙인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