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으로 인한 결시생 성적 처리
1. 확진 받은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발현 학생) 등은 ‘등교중지 대상 학생’으로 ‘출석인정결석’이므로 100% 인정점 부여

2. 고위험군학생(기저질환 또는 장애학생)이 감염을 우려하여 시험 응시를 하지 않는 경우, 코로나19 위기
경보단계에 따라 ‘출석인정결석’에 해당하면(심각・경계 단계) 100% 인정점 부여

3. 고위험군학생(기저질환 또는 장애학생)이 감염을 우려하여 시험 응시를 하지 않는 경우, 코로나19 위기
경보단계에 따라 ‘질병결석’에 해당하면(관심・주의 단계) 80% 인정점 부여

4. 기저질환이나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시험 응시를 하지 않은 기타 미등교학생(가정 학습 등)의
경우, 결시과목 응시자의 평균점수(전입생 제외)의 50%를 부여한다.

5. 특정 교과목의 수행평가 응시가 불가능한 영역 성적 처리
<1> 수행평가의 일부 영역의 점수가 있는 경우(지필평가 시행 교과)
해당학생 수행평가 참여 영역
득점 총점
수행평가 해당 영역의
수행평가 해당 영역의
점수 =
＋
×
기본점수
배점(기본점수 제외)
수행평가 참여 영역
배점 총점
<2> 수행평가의 영역에 점수가 전혀 없는 경우(지필평가 시행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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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평가 100%의 교과목에 일부 점수가 없는 경우(논술형 영역 점수 있는 경우)
해당학생 논술형 평가 영역 득점
영역별 점수 = 수행평가 해당 영역의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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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행평가 100%의 교과목에 일부 점수가 없는 경우(논술형 영역 점수가 없는 경우)
해당학생 수행평가 참여 영역
득점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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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총점

- 인정점 계산 후 소수점 발생시 소수점 버림으로 처리한다.

6. 1차 ᠊ 2차지필평가 성적이 모두 없는 경우의 성적처리는 아래 공식을 적용한다.

1) 학업성적관리규정 제14조 2항 1)절 100% 인정인 경우
(수행평가점수) - (수행평가기본점수)
(지필고사만점)×
(수행평가만점) - (수행평가기본점수)

2) 학업성적관리규정 제14조 2항 2)절 80% 인정인 경우
(수행평가점수) - (수행평가기본점수)
(지필고사만점)×

×0.8
(수행평가만점) - (수행평가기본점수)

- 여러 수행평가 영역 중 실제 참여한 영역의 평균으로 적용한다.
- 인정점 계산 후 소수점 발생시 소수점 버림으로 처리한다.

7. 수행평가와 지필평가를 모두 결시하는 경우
1) 100% 인정점 부여 : 각 고사의 결시과목 응시자의 평균점수(전입생 제외)로 부여한다.
2) 80% 인정점 부여 : 각 고사의 결시과목 응시자의 평균점수(전입생 제외)의 80%를 부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