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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학부모님께.
온라인 개학 상황에서 교육 활동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2021학년도 3학년 1학기 2차 지필평가 일정과 시험 범위, 시험 시 학생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
해드립니다. 관심을 두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1학기 2차 지필평가 일정 및 시험 범위(3학년)]
날짜

6.28(월)

6.29(화)

6.30(수)

시험 시간

1교시

한문

수학

과학

09:15 ~ 10:00

2교시

영어

역사

자율학습

10:15 ~ 11:00

3교시

기술․가정

사회

국어

11:15 ~ 12:00

교시

과목

3학년 시험 범위

국어

2단원 읽고 토론하고(76-114), 3단원 국어와 소통(124-142, 144-164)

사회

p.1~p.73

역사

2단원 민족운동의 전개(p.52~86)

수학

교과서 66~121쪽, 147쪽 #1, 2

과학

교과서 85~105 ,181~212

기술가정

교과서118–155p, 건설프린트 1–5p, 에너지와 수송프린트 1-6p

영어

교과서 p.28~63(2과, 3과)

한문

교과서 8쪽~47쪽(한자와의 만남~배려하는 언어)

[시험 시 학생 유의사항]
1. 시험 시작 5분 전에 본인의 교실에 번호대로 앉습니다.
2. 시험이 시작 전 책상 위에는 시험에 필요한 필기도구(컴퓨터용 사인펜, 검은색
펜, 붉은색 사인펜)를 제외한 것은 모두 가방 속에 넣습니다.
3. 책상 속은 깨끗하게 비운 후, 180° 돌려놓습니다.
4. 시험 시간 중에는 문항지 인쇄가 보이지 않는 경우나 답안지를 교체해야 할 경우
만 손을 들어 감독 교사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그 외에는 어떤 질문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답안지 교체는 끝나는 종이 울리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시험 종료 5분 전에 답안
지에 마킹을 했는지, 밀려 쓴 답이 없는지, 인적 사항을 제대로 기록했는지 등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붉은색 수성 사인펜으로 답안지에 답을 표기한 경우는 0점으로 처리됩니다.)
6. 시험 문항지에 답을 표시할 때는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말고, 펜을 사용하
여 작은 글씨로 표시함으로써 주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 시험 끝나는 종이 울릴 때까지는 교실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8. 시험 때 부정행위를 한 학생 및 동조하거나 방조한 학생, 선생님의 지시에 불응
한 학생, 휴대전화를 소지한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징계를 받게
되며, 성적은 0점으로 처리되니, 절대 부정행위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9.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이 시작되고 난 후 늦게 등교한 학생은 시험실에 입실하
자마자 휴대전화나 무선기기를 꺼서 감독 교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0. 휴대전화를 포함한 무선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입거나 걸쳐놓은 옷 주머니,
책상 속, 가방 속 등)하다가 휴대전화가 발견되면 전화벨이 울리는 것과 상관없
이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당해 교시 교과 성적을 ‘0’점 처리합니다.
11.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컴퓨터용 사인펜 – 답안지 왼쪽의 인적 사항, 과목 코드, 객관식 답안 마킹
에 사용
나. 붉은색 수성사인펜 – 답안지 예비마킹에만 사용
다. OMR카드에 마킹을 잘못했을 때는 답안지를 교체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하여
정정합니다.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시험지에 답을 표시할 때는 본인만 볼 수 있게 작게 표시하며, 시험지와 답안지
는 항상 책상 정 가운데에 놓아야 합니다.

2021. 06. 09.

현 화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