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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1) 전체 시험 시간은 5시간이다.
(2) 각 문제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총점 : 250 점).
문제 1 ~ 문제 5

: 각 10 점

( 총 50 점)

문제 6 ~ 문제 10

: 각 20 점

(총 100 점)

문제 11, 12

: 각 50 점

(총 100 점)

(3) 봉투 안에는 다음과 같이 들어있다.
a. 영문 문제지 원본
b. 한글 문제지 번역본
c. 영문 상수표 원본
d. 한글 상수표 번역본
e. 답안지 (Summary Answersheets)
f. 표지 (Cover Sheet)
(4) 검정 혹은 청색 펜 만을 사용하시오. 단, 그림의 경우 연필을 사용할 수 있다.
(5) 기본적으로 감점 처리가 되는 경우는 없다.
(6) 자세한 설명 없이 답이 제시된 경우, 목표 점수를 다 받지 못할 수 있다.
(7) 유효자리가 부적절한 경우, 단위가 기재되지 않거나 없는 경우 목표 점수를 다 받지 못할 수 있다.
(8) 기본 상수(fundamental Constant)와 천문 자료(Astronomical Data)는 반드시 상수표(Table of
Constants)의 값을 이용해야 한다.
(9) 답안 작성시 유의 사항
a. 각 문제마다 해당하는 답지가 주어진다. 각 문제에 대한 답은 해당하는 위치에만 적으시오.
수험 번호를 각 페이지마다 적어야 함을 명심하시오.
b. 답에 대한 설명은 주어진 칸 안에만 적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독관에게 여분의 종이 (extra
blank sheet)를 요구할 수 있다.
c. 각 문제마다 별도의 종이를 이용하시오.
d. 빈 종이(blank answer sheet)의 경우, 수험 번호, 문제 번호, 페이지 번호를 종이의 앞면에
쓰시오. 그리고 뒷면에도 수험 번호와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시오.
e. 페이지 번호의 숫자는 연속적이어야 한다. 만약 정리답안(Summary Answersheet)과 여분의
종이를 포함해서 20장을 사용했다면, 페이지 번호는 1부터 40까지 적혀있어야 한다.
f. 답안은 반드시 테두리 내에서만 작성되어야 한다.
g. 점수 반영을 원치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크게 ‘X’를 그어 예외처리 하시오..
(10) 시험이 끝난 경우
a. 표지(Cover Sheet)에 각 문제마다 해당하는 페이지 수를 반드시 기재하시오.
b. 모든 장마다 수험 번호를 기재하였는지 확인하시오.
c. 봉투에 표지(Cover Sheet), 답안지(Summary Answersheets), 추가 답안지(blank sheets),
연습지(rough sheets)를 모두 넣으시오. 문제지와 상수표는 가지고 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