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 질서 확립을 위한 내규

제정 2003.03.02.

1차 개정 2012.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상벌규정과 관련하여 본 대학에서 실시하는 정기

시험, 기타 학습의 평가를 함에 있어 시험의 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시험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수험생은 시험장소에서 시험감독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3조(금지행위) 수험생은 시험장 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수험의 부정행위를 할 목적물품을 휴대하는 행위

2. 시험부정을 위하여 벽 또는 책상 위에 낙서하는 행위

3. 시험부정을 목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험하는 일체의 행위

제4조(응시자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응시할 수 없다.

1. 학생증을 소지하지 않은 학생

2. 소정시간에 지각한 학생

3. 지정된 시험장 이외에서 응시하는 학생

4.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한 학생

제5조(부정행위보고) ①시험부정행휘자를 적발한 감독관은 즉각 그 학생을 

퇴장시키고 「별지서식」에 따른 부정행위보고서를 작성하여 전공교과목은 

소속 학부(과)장, 교양교과목은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부(과)장 혹은 교무처장은 부정행위자가 교내 타 대학 학생일 경우 소

속 학부(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타 대학(교) 학생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되면 해당 학생의 소속 대학(교) 

총(학)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처벌과 징계) 시험부정행위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과목의 성적을 무효로 한다.

1.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한 학생

2. 타 학생의 시험지를 보거나 보고자 하는 학생

3.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부정해위를 하거나, 금지된 서적, 노트 등을 보

거나 보고자 하는 학생



4. 기타 경미한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된 학생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과목은 몰론 당일 시험과목의 성적을 무

효로 한다.

1.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학생

2. 대리응시를 한 학생과 이를 응시하게 한 학생

3. 사전에 준비된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학생

4. 시험장 외부에 답안을 작성하여 투입하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 

5. 답안지를 다른 학생과 교환하여 작성한 학생

6. 기타 위에 준하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한 학생

제7조(징계처리 절차) ①제3조 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과목 성적 F 해당자

에 대한 부정행위보고서는 학부(과)장의 확인에 따른 교무처장이 조치한다.

 ②총장은 부정행위 학생을 제3조 제1항에 따란 처벌할 경우 해당 대학(원) 

교수회의나 학생징계위원회 및 교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학년도   제   학기(중간·기말)시험 중 부정행위자 보고서

대    학 학   과 학  년 학      번 성   명 교과목명

위 학생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중간·기말)시험 중 부정행위자로 보고합니다.

1. 일시 및 교시 :         년       월      일        교시

2. 장        소 :

3. 사        유 : 

년    월     일

                                     감독관 :              (인 또는 서명)

학부(과)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