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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간호학부 중간고사 시험 시간표 공지

2018학년도학년도 2학기학기 간호학부간호학부 중간고사중간고사 시험시험 시간표시간표 공지공지  

시험시간표는시험시간표는 첨부파일첨부파일 참조참조 바랍니다바랍니다.

- 각 반 과대는 학번 순서대로 창가쪽부터 앉을수 있도록 공지하여 주시고, 시험 전 책상 갯수를 파악하여 부족한 수량
은은 빈빈 강의실에서강의실에서 가져와서가져와서 시험대형으로시험대형으로 맟춰주세요맟춰주세요!!! 시험시험 종료종료 후후 책상책상 원위치원위치 바랍니다바랍니다. 
(가로가로 6줄줄, 세로세로 9줄줄)  

- 시험강의실은시험강의실은 1,2학년학년 믿음관믿음관 402. 403. 404. 405. 406호입니다호입니다.

(AB 402 CD 403 EF 404 GH 405 IJ 406호호)
- 컴퓨터용컴퓨터용 수성싸인펜으로수성싸인펜으로 마킹마킹 바랍니다바랍니다. (수정테이프수정테이프 사용사용 가능가능)
- 시험지는시험지는 반드시반드시 오엠알오엠알 답안지와답안지와 함께함께 제출제출 바랍니다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학번, 과목코드과목코드, 담당교수 등을 마킹하지 않은 학생들은 OMR카드 작성 오류로 인해 0점 처리 하
도록도록 하겠습니다하겠습니다. (과목코드과목코드 00000/담당교수코드담당교수코드 0000000)

- 시험지는 반드시 유형을 확인하시고, OMR 답안 하단 감독 확인란에 유형(A,B형형)을 정확하게 기재 바랍니다. 오엠오엠
알알 유형유형 오류로오류로 인해인해 0점점 처리처리 될수될수 있으니있으니 반드시반드시 유형유형 작성에작성에 주의주의 하시기하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

- 부정행위부정행위 적발시적발시 0점점 처리처리 하도록하도록 하겠으며하겠으며 이로이로 인해인해 학점이학점이 부족할부족할 경우경우 졸업이졸업이 불가한점불가한점 숙지숙지 하시기하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

- 시험시간시험시간 중중 휴대전화가휴대전화가 울리거나울리거나 휴대전화가휴대전화가 보이는보이는 곳에곳에 있으면있으면 모두모두 부정행위로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간주합니다.

- 시험치기전시험치기전 책상위에는책상위에는 컴퓨터용컴퓨터용 수성싸인펜수성싸인펜, 볼펜볼펜, 화이트화이트, 샤프만샤프만 두고두고 나머지나머지 필통필통 포함포함 책책, 개인물품개인물품 등은등은 가방에가방에 
넣어넣어 교단교단 양쪽으로양쪽으로 제출하여제출하여 정리정돈정리정돈 바랍니다바랍니다.

- 2,3,4학년학년 중중 선수과목선수과목 수강수강 학생학생 및및 재수강재수강 학생들은학생들은 해당해당 시험시험 시간표를시간표를 확인하시고확인하시고 시험에시험에 응시하시기응시하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

- 복학생복학생 및및 재수강재수강 학생들은학생들은 반반 상관상관 없이없이 해당해당 교과목교과목 확인하시고확인하시고 시험시험 응시응시 바랍니다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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