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대면평가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기말고사 대면평가 응시자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험 전>
○ 시험 전에는 교외 다중 밀집시설(PC방, 노래방, 체육시설 등) 이용 및 개인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과목의 시험 일정과 장소를 사전에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주 이내 코로나19 발생 밀집시설 방문, 확진환자 접촉, 37.5℃ 이상
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은 등교를 하지 말고 소속 학과에
해당 사실을 즉시 알린 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가격리통지서 또는 병원진료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사전 신고
증빙서 제출 없이 무단 미응시하는 경우 학칙에 따라 F학점 처리
○ 시험 당일 건물 출입구에서의 혼잡이 예상되오니 건물 출입 QR코드를
사전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아시스-코로나19방문기록입력)

<시험 당일>
○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 마스크 미착용 시 건물 출입 불허 및 시험 응시 불가
○ 체온 측정 등으로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대비하여 시험 시작시간 “최소
30분 전”에 시험 장소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물 출입 시 건물 입구에 부착된 QR코드로 방문 기록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전 입력자 제외)
※ 휴대폰 미소지자는 ‘방역점검표’ 작성
○ 모든 응시자는 건물 입구에서 체온 측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측정 시
앞 사람과의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7.5℃ 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 현장요원의 안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건물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강의실에 입장하고 입장 후
알코올 티슈로 본인 책상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 강의실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는 등 감염병 예방 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강의실 내에서는 최대한 다른 학생과 대화를 자제하고, 반드시 건강거리
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 시험 도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경우
즉시 시험 감독관에게 알려 주십시오.

<시험 후>
○ 시험이 끝난 후에는 학교시설물 및 교외 다중 밀집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하고 즉시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실시 후 코로나19 주요증상이 나타날 경우 대면평가를 실시했던
과목의 개설학과(기관), 소속 학과에 즉시 알리기 바랍니다.
※ 시험 미 응시자의 경우 추후 추가시험 등에 대한 내용은 교과목별 개설학과
(기관)를 통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건물 출입 QR 코드 입력 안내
○ 사전입력
- 휴대폰 : 전북대앱 - 오아시스 로그인 - 학사정보 - ‘코로나19방문기록입력’
- PC : 전북대 오아시스 로그인 - 원스탑 마이메뉴 - ‘코로나19방문기록입력’

휴대폰

PC

○ 시험당일 : 건물 입구에 설치된 인쇄물의 QR 코드 스캔(스캔앱 활용)하여 방문기록입력

※ 건물 출입 시마다 방문기록을 입력해야 함
2. 건물 출입기록(사전 또는 시험당일 방문기록) 확인방법
- 휴대폰 : 전북대앱 - 오아시스 로그인 - 학사정보 - ‘코로나19방문기록조회’
- PC : 전북대 오아시스 로그인 - 원스탑 마이메뉴 - ‘코로나19방문기록조회’

휴대폰

P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