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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시험부정행위자 처리에 대한 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성균관대학교학칙 제47조(시험), 제61조(징계)에 따라 출석·시험부정행위자에 관

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석·시험의 범위) ① 출석·시험의 범위는 본교 학위과정에서 개설한 강좌의 수업시간 및 별도로 

진행하는 별도 시험을 말한다.

  ② 별도 시험은 수업 없이 진행하는 학점취득특별시험, 학사과정 졸업평가,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 

등을 말한다.

제3조(부정행위자의 범위) 부정행위자의 범위는 수업 및 시험에 참여하는 학위과정 학생(재학생 및 휴

학생)과 수료자로 한다.

제4조(규정의 제·개정) 이 지침의 제정 및 개정은 총장 결재(교무처장 전결)로 시행한다.

제 2 장  출석 부정행위

제5조(출석 부정행위의 범위) 출석 부정행위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거나 성적평

가 요소의 최저 기준을 부정한 방법으로 충족하는 것을 말하며 교강사가 성적평가 및 성적 부여에 출

석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출석 부정행위의 유형) ① 오프라인수업과 실시간 온라인수업 출석 부정행위의 유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타인에게 본인의 출석을 대리시킨 경우(타인이 모든 수업에 실제로 참여한 경우도 포함한다.)

2. 타인에게 본인의 출석체크를 대리시킨 경우

3. 본인이 출석체크만 하고 교육장(실시간 온라인수업 전자 플랫폼을 포함한다.)에서 이탈한 경우

4. 기타 학생이 지정된 수업시간에 교육장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② 사전제작 온라인수업에서의 출석 부정행위 유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강의 동영상을 재생하고 실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2. 동시에 2 이상의 강좌의 강의 동영상을 재생 시키는 경우

제 3 장  시험 부정행위

제7조(시험 부정행위) 시험 부정행위라 함은 학생이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부정한 방법을 통해 평가받고

자 하는 다음 각 호 행위를 말한다. 

  ① 대리 응시 등 타인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② 답안을 공유 하는 등 타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

  ③ 인터넷 등 교강사가 금지한 전자매체 검색하거나 시험 중 부적절한 자료를 참고하는 경우

  ④ 시험 중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무단으로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등 교강사가 시험 중 금지한 

행위를 하는 경우

  ⑤ 기타 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조작하는 경우

제 4 장  처   리

제8조(출석 부정행위자의 처리) 교강사는 출석 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진술을 확보하거나 명백

한 상황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① 교강사는 출석 부정행위를 통해 출석을 인정받은 학생에 대해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교강사는 출석 부정행위를 통해 출석을 인정받거나 이를 시도한 학생에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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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③ 교강사는 성적 부여 시 출석 부정행위를 통해 출석을 인정받거나 이를 시도한 학생에 대해 학습태

도를 고려하여 성적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④ 교강사는 성적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후 출석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소속대학장(이하 ‘학장’이

라 한다.)에게 해당 학생의 결석 처리 및 성적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학장은 교강사의 요청에 따라 성적 확정일 이후 적발한 출석 부정행위를 통해 출석을 인정받은 학

생에 대해 결석 처리 및 성적 정정을 총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⑤ 총장은 학장의 제청에 따라 출석 부정행위자에 대해 결석 처리 및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⑥ 학장은 사건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학생상벌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윤리·교육적인 목적으로 이를 달

리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단과대학 내규에 따른다.

제9조(시험 부정행위자의 처리) 교강사는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진술을 확보하거나 명백

한 상황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① 교강사는 시험 부정행위자에게 부정행위사실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강사는 시험 부정행위자의 성적을 성적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F로 처리할 수 있고, 이에 대

한 세부절차는 출석·시험·성적처리에관한지침제15조를 따른다.

  ③ 교강사는 성적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후 시험 부정행위자의 성적 취소를 소속대학장에 요청할 수 

있다.

  ④ 학장은 교강사의 요청에 따라 학기 종료 후 확인한 시험 부정행위자의 성적 취소를 총장에게 제청

할 수 있다.

  ⑤ 총장은 학장의 제청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자가 취득한 성적을 취소 할 수 있다.

  ⑥ 학장은 3명 이상의 학생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하거나 사건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학생상벌위원

회를 소집하거나 학생처장에 통보하여 총장 또는 부총장 산하 학생상벌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생상벌에관한시행세칙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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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경위서

경 위 서
Incident Report

수업

Course 

Info.

학년도 
Year

         학년도 학기 Semester      학기

교과목명
Course Title

학수번호-분반
Course code-Section

학생

Personal

Info.

소속 학과
Major

         학과 성명
Name

        

학번
Student ID

연락처(핸드폰)
Phone

< 내 용 >

본인은 위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출석·시험부정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교내 관련 지침에 따른 조치에 동의합니다.

The above is the same as the facts and I confirmed the relevant penalties according to Academic regulations.

20   년(YYYY)   월(MM)   일(DD)

 작성자(Student)                     (서명) (Signature)

 교강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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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부정행위사실확인서

 ※ 해당 부정행위 증빙자료 별도 첨부(작성 답안 및 과제물 또는 기타 부정행위 적발 자료 등)

부정행위사실확인서
Verification of Cheating

학년도 Year 학기 Semester

학생 인적 사항
Personal info.

소속 학과
Major

학번
Student ID

성명
Name

연락처(핸드폰)
Phone

과목 및 시험 정보 
Course & Exam info.

학수번호-분반
Course code-Section

교과목명
Course Title

담당교강사
Professor

시험일시
Exam Date

시험감독자
Proctor ※ 담당교강사 외 감독자가 있을 경우 대표 학번 및 성명 기재

시험장소
Classroom

부정행위 세부 내용(해당 경위에 대해 상세 기재)
Details of Cheating

성균관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48조(성적의 취소와 정정)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적은 F로 처리한다.
1. 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의 학기성적의 전부(교육실습성적은 제외)
2.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 출석에 미달한 과목의 성적
3. 시험 부정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과목의 성적
4. 시험 부정행위로 4주이상의 유기정학 및 무기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학기 성적 전부
(교육실습성적은 제외)

위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학칙에 의거한 관련 처벌 조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The above is the same as the facts and I confirmed the relevant penalties for cheating according to Academic regulations.

     년(YYYY)        월(MM)        일(DD)

교강사(감독자) 확인
Proctor verification

               (인) 학생 확인
Student verification

               (인) 

교무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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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부정행위 증빙자료

부정행위 증빙자료
Evidence

학수번호-분반
Course code-Section

학번 Student ID

성명 Na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