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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피아드  참가자  규정  및  준수  사항  

There is an obligation of team leaders to translate these rules and regulations, and also the instructions  
for every Round, to native language of participants in advance and to teach student to follow these rules.  

(Starting since 2004 this translation has to be done in written form  
as an obligatory part of application to the International Astronomy Olympiad.) 

 

- 이론시험  및  실무시험에  대한  일반  정보  -  

일반정보 및 권고사항: 

— 각 시험에 주어진 시간은 4시간이다.  

— 답안은 각자 혼자서 작성해야 한다. 

— 연습지(rough copy)나 답안지(clean copy)에는 답안만 쓰고 시험문제는 쓰지 말아야 한다. 

— 언어: 참가자 대상의 추가적인 정보는 두 종류의 올림피아드 공식 언어(영어와 러시아어)로 

주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추가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 두 언어 중의 하나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시험 중 감독관에게 하는 질문: 질문하기 전에 질문 내용에 대해 잘 생각해야 한다. 참가자의 

질문 및 그에 대한 감독관의 답변은 시험장의 모든 다른 참가자들에게 공지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오. 예를 들어, “이 문제를 풀 때 이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까?”라는 종류의 질문은 

질문자가 그 문제를 이해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질문 내용이 그 문제의 풀이에 핵심사항일 수 

있음을 다른 참가자들에게 알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답안지(clean copy)와 연습지(rough copy) : 답안용 공책의 앞 부분 절반 정도를 답안지로, 뒷 

부분 절반 정도를 연습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연습지(Rough copy) : 답안을 연습지에만 풀었는데, 답안지로 답안(전부 혹은 일부)을 옮겨 쓸  

시간이 없다면, 답안지에 해당 문제번호를 쓰고 인쇄체 영어로 정확하게 “see rough copy”라고 

쓰시오. 아울러 연습지에 있는 해당 답안에도 문제 번호를 명확히 써주어야 한다. 이같이 하지 

않으면, 연습지에 작성된 답안은 채점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연습지 답안을 참조하게  

했을지라도 동일 문제에 대해 답안지와 연습지 양쪽에 답안이 존재하면 내용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연습지 답안이 채점에 고려되며, 양쪽의 답안이 서로 다르면, 답안지에 작성된 

답안만 채점된다.  

—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변이 무엇인지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별의 반경을 묻는 질문에 대해  

별의 직경을 답으로 썼다면 완벽하게 옳은 답안이라고 볼 수 없다. 

— 문제에서 주어졌거나 자료표의 상수들에 주어진 기호들은 주어진대로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일점 거리 P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주어졌다면, 풀이과정이나 답에서 이 거리를 

다른 기호, 예를 들어, LP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서로 다른 물리량에 대해 동일한 기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위 문제에서 근일점 거리로 기호 P가 이미 사용되었으므로, 

일률과 같은 다른 물리량에 기호 P를 또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최종 답안은 가장 적절한 단위(SI 등)로 표시되어야 한다.  

—단위(km, kg, au 등)가 없는 답안은 옳은 답일지라도 감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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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의 계산 정확도(유효숫자)가 옳지 않은 경우에는 답이 옳을지라도 감점될 수 있다.  

— 시험이 종료된 후에 문제지는 본인이 가져가도 된다. 하지만 문제지에 주어진 그림에 

문제풀이와 관련된 작업을 했다면 답안지와 함께 문제지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에 

문제지에는 개인신상정보를 기재해서는 안 된다.)  

의무사항  

— 개인정보 기재: 시험문제를 풀기 전에 답안지 표지에 주어진 대로 성(surname)과 이름, 

출신지역, 학교, 학년, 등의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답안지 내부에는 개인 정보를 기재하지 말 

것. 

— 답안지 작성에는 청색이나 보라색 펜만을 사용해야 한다. 다른 색의 펜이나 혹은 연필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연필은 그림이나 그래프를 그릴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빨간색 펜이나 연필의 사용은 금지된다.  

—새로운 문제의 답안은 항상 새로운 페이지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전 문제의 답안이 매우 

짧아서 페이지 공간이 많이 남았을지라도). 문제번호는 답안지뿐만 아니라 연습지에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숫자 :  모든 숫자는 참가자 국가 고유의 기호가 아닌 국제표준기호를 사용해서 표시되어야 

한다.    

금지 사항: 

— 답안지 첫 페이지(운영위원회 직인이 있는)에 낙서나 답안 작성을 해서는 안 된다. 이 

페이지는 채점관만이 사용할 수 있다.   

— 시험 중에 다른 참가자들과 대화하거나 질의/응답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 문제지와 함께 배포된 자료가 아닌 참고서나 교재 등의 책, 도표, 목록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시험장에 휴대용 컴퓨터, 휴대폰, 항법장치나 기타 전자기기, 터치 스크린(touch screen) 형식의 

계산기, 휴대폰이나 통신기기와 비슷한 외형을 가진 계산기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 시험장에서 배포된 문제지나 답안지 외에 자신이 가져온 종이를 낙서용이나 연습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답안지(공책)에서 페이지를 찢거나 뜯어내서는 안 된다.  

— 답안지에 빨간색으로 쓰여지는 펜이나 연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문제지가 들어있던 봉투에 낙서해서는 안 된다. 

— 시험 종료가 공지된 후에는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된다. 

— 감독관에게 문제 풀이와 관련된 공식이나 상수 값 등에 대해 질문하거나 혹은 “이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가요?”식의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 불필요한 소음을 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간식으로 배포된 과자를 먹으려고 포장지를  

뜯을 때 나는 소리가 다른 참가자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 

— 시험 시작 후 2시간까지는 답안 작성이 끝났더라도 시험장을 퇴실할 수 없다.  

— 시험 중간에 일시적으로 두 명 이상이 동시에 시험장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예를 들어, 화장실 사용의 이유로)   

허용 사항 

— 답안지의 답안 작성 순서는 문제 순서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 

— 계산자(slide rule) 및 함수값 표(computational table)는 사용할 수 있다. 

— 주최측에서 제공한 계산기는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주최측에서 계산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이 안 되면서, 산술계산 및 대수함수, 삼각함수  

기능이 있는 공학용 계산기로서 touch screen 식이 아닌 button식 계산기.) 그러나  

외형이 휴대폰이나 통신기기와 비슷한 계산기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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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대, 연필, 자, 각도기, 컴퍼스, 모눈종이, 투사지(필요 시)는 사용할 수 있다.  

권고 사항: 

— 최종 답에서의 실수를 줄이려면, 중간 과정에서는 가능한 기호로 대체해서 계산하고,  

맨 마지막 단계에서 숫자를 대입하는 것이 좋다. 이런 방식이 혹시 중간에 실수가 있을지라도 

부분 점수를 얻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 채점관이 모를 수도 있는, 본인만 알고 있는 지식(상수 값이나 공식 등)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되도록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공식이나 상수 값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답안에서 기호의 아래첨자로는 숫자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채점관들이 첨자들을 

구분하기가 쉽다. 

— 공식과 설명(텍스트) 사이에는 약 1cm의 간격을 두는 게 좋다. 
 

- 이론시험만을  위한  추가  지시사항  -  

의무사항  

—  답안 작성 언어 : 답안은 자국어(한글)나 혹은 공식 언어(영어, 러시아어)의 세 언어 중에서 

하나로 작성한다. 그러나 숫자를 쓸 때는 참가자의 자국 고유 기호가 아닌 국제표준기호를 

사용해야 한다. 답안은 되도록 텍스트를 사용하지 말고 그림, 그래프, 공식, 숫자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  답안 작성 페이지 : 답안지(clean copy)는 

왼쪽(짝수) 페이지에만 작성해야 한다. 오른쪽(홀수) 

페이지는 자국팀 인솔자가 학생 답안을 영어로 

번역하고 학생 답안의 핵심사항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권고사항  

— 시간이 충분하다면, 자신이 문제풀이에 사용한 

모든 물리적 모형(model), 원리, 법칙 및 가정,  

근사식(어림계산) 등을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명백해 보이는 사항일지라도 생략하지 말아야  

한다. 채점관은 오직 답안지에 쓰여진 내용만으로 채점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답안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표현되지 않았다면 채점에 반영될 수 없다.  

— 서술적(qualitative) 답안을 요구하는 문제에서는 자신의 답안에 대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 “yes”, “no”, “don’t change”와 같은 단답형의 답은 답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 어떤 정량적(quantitative) 근거를 사용했는지를 보여야 된다.  

— 어떤 물리량을 표현하기 위해 학생 본인이 지정한 기호를 사용한다면,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E 는 이 천체의 총 에너지로서… ”라고 기호 E 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면 채점관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고려사항  

— 어떤 문제에서는 질문 자체가 옳지 않을 수 있다. 어떤 문제(문제의 주 질문 혹은 부/sub 질문 

중의 하나)는 논리적으로 옳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답안에 영어로«impossible situation – 

ситуация невозможна»이라고 써야 한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그 같은 결론을 뒷받침할 

논리적 설명이나 수식 계산이 같이 주어져야 한다. 

— 문제를 풀 때 주어진 자료표의 자료(행성과 별의 자료, 상수 등)를 사용해도 좋다.  

— 답안에«Да-Yes»나«Нет-No»를 쓸 때는 영어로 써야 한다. 

EVEN PAGE 

 

Текст решения. 
Text of solution. 

Текст решения. 
Text of solution. 

Текст решения. 
Text of solution. 

 

ЧЁТНАЯ СТРАНИЦ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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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ЕЧЁТНАЯ СТРАНИЦ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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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시험과  관측시험을  위한  추가  지시  사항  -  

의무사항 

— 답안의 언어 : 답안에는 어느 언어로든 텍스트 사용이 불허된다. 모든 답안은 그림, 그래프, 

공식, 숫자, 표준국제천문기호(♂, ,  UMa, M31, 5
m 등)만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숫자는 

학생 자국의 고유 글자가 아닌 국제표준기호를 사용해야 한다. 실무시험과 관측시험의 채점관은 

답안에 있는 텍스트는 어느 언어로 쓰였든지 채점에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 관측시험을  위한  추가  지시  사항  -  

시험장소의 답사 

— 일반적으로 (관측시험이 멀리 떨어진 천문대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 관측시험의 일부 

혹은 전부가 야간에 시행된다면 참가자는 시험장소를 낮에 미리 답사하게 된다.  

— 관측시험에 망원경(사전 조정된 자동추적식 망원경인 경우는 제외)이 사용된다면, 모든  

참가자는 시험에 실제로 사용될 망원경으로 시험 전에 연습을 해야 한다.  

시험 시작 전의 과정  

— 정해진 시간에 모든 인솔자(jury 역할을 하는 인솔자 포함)와 모든 학생들은 시험대기장소 

(강당 등)로 와야 한다 

— 인솔자와 학생 : 주최측에서 제공하거나 혹은 특별히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대기장소에  

켜진/꺼진 상태에 상관없이 어떤 전자기기(계산기, 휴대폰, 컴퓨터, GPS-기기, 실행장치/players,  

사진기, 등)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오직 손목시계만이 허용된다. 

— 경시 운영자가 시험의 시행 여부를 공지한다. (날씨 때문에 간혹 시험이 취소될 때도 있음) 

—시험이 시행될 경우에, 각 팀의 jury 업무를 맡은 인솔자는 번역실로 가서 시험지 번역을 하게 

되며, jury들은 시험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번역실에서 나갈 수 없다. (문제 번역을 마친 후에는 

번역실에서 이론시험 채점을 계속하게 된다.)    

— 행사 운영자가 문제 번역 및 문제지 복사 등의 준비를 하는 동안에, 대기장소에서는 학생들의 

경시 순서를 결정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각 학생은 라틴 기호(해당 감독관 표시)와 

숫자(일반적으로, 해당 열에서의 순서)가 있는 표를 부여 받는다.   

— 학생은 시험을 치르러 가기 전까지는 대기장소를 떠날 수 없다. (화장실 사용은 예외) 

— jury가 아닌 인솔자는 언제건 대기장소에서 나갈 수 있지만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기장소에서 나간 후에 인솔자는 “시험종료자 대기실(만약 이런 시설이 

있다면)”이나 숙소에서 시험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머물러러 있어야 한다.    

— 시험 순서에 따라 호명된 학생은 경시 도우미에 의해 시험장소로 안내된다. 

— 시험이 여러 part로 나뉘어 시행될 경우에는(예를 들어, 주간시험과 야간 시험), 위에 언급된 

일련의 모든 과정이 각 part별로 따로 시행될 수 있다.  

시험 중의 학생 유의사항 (모든 관측시험에 공통적으로 적용) 

— 시험문제는 학생 각자가 혼자서 풀어야 한다. 

— 학생 본인의 펜, 연필, 자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의 다른 물건은 허용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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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문제 언어: 두 종류의 방식이 가능하다.  

1. 모든 학생에게 팀의 인솔자가 미리 준비한 봉투(경시 키트)가 제공된다.  

2. 시험감독관이 각 언어별로 번역된 모든 문제지를 갖고 있다. 학생은 그 중 어느 문제지건  

선택해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 학생이 말(구술)로 한 답변은 채점에 고려되지 않는다.   

—시험 중에 감독관에게 하는 추가적인 질문: 관측시험 중에는 질문이 허용되지 않는다. 답안 

작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시험지에 주어져 있다.  

— 연습지(Rough copy): 관측시험에서는 연습지 사용이 없다. 

— 감독관은, 일반적으로, 채점관이 아니며 단지 학생의 답안을 기록할 뿐이다. 

채점관 역시 서면자료[감독관의 기록표와 학생의 답안지(그림, 그래프 포함)]만을 근거로  

채점할 뿐이다. 

— 학생은 시험의 각 단계별로 제한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제한 시간 이후에는  

감독관은 학생의 답안 작성을 중단시켜야 한다.  

금지 사항  

— 학생의 성(surname), 이름, 출신지역, 학교, 학년 및 기타 개인 신상정보를 답안지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 오직 수험번호(code)만 표시되어야 한다. 답안지에는 학생의 신분이 밝혀질 정보가 일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위반 시에는 그 학생의 시험은 무효가 된다. 

— 시험 중에 다른 학생과 대화(예를 들어, 수화 포함해서 어느 형태든지)하거나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 감독관과 대화하거나 시험과 관련된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 행사 운영자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한, 참고서, 교재 및 기타 책들, 표, 목록, 그 밖에 어떤 

전자기기(시계 제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한 시간이 지난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된다.  

야외 관측시험에서의 학생 유의사항 

—경시 운영 관련 신호  

   한 번의 긴 호각(경적)  – 시험 시작  

   한 번의 짧은 호각(경적)  – 시험시간이 약 40% 남아 있을 때  

                                (분 단위의 정확한 시간 계산은 경시 전에 확인) 

   두 번의 짧은 호각(경적) – 시험시간이 2분 남아 있을 때  

                                (단위의 정확한 시간 계산은 경시 전에 확인) 

   세 번의 짧은 호각(경적) – 시험 종료  

— 일반적으로, 관측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문제가 있다.  

1. 답안지에 답을 쓰는 문제: 이 경우에는 감독관이 제공한 답안지에 (답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등) 답을 작성해야 한다.  

2. 하늘의 무언가를 가리키기, 망원경 조정 등: 이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말(구술)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결과(해당 천체 가리키기, 방향 가리키기, 망원경 조정 등)을 보여주어야 한다. 감

독관은 학생 답(결과)에서 필요한 항목만 자신의 기록표에 기록한다. 말(구술)로 한 답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천체투영관, 시범/실연(demonstrations), 인공천구(artificial sky)를 이용한 시험 등   

— 이 경우에는 행사 운영자가 시험 전에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다.   

  

시험을 마친 후의 과정 

— 자기 차례의 관측시험이 끝난 후에 학생은 어떤 종이(문제지 & 답안지 포함)도 가져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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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 

— 자기 차례의 관측시험이 끝난 후에 학생은 “시험종료자 대기실”로 가거나 그런 시설이  

없을 시에는 숙소에서 다른 학생들이 시험을 완전히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We wish you success  !  

 

 

 

Organizing committee, jury. 

 
IAO 2 0 0 1  Cr imea ,   IAO 2 0 0 2  SAO,   IAO 2 0 0 3  Sto ckho lm,   IAO 2 0 0 4  Cr imea ,   IAO 2 0 0 5  Be i j ing ,    

APAO 2 0 0 5  Irkutsk,   IAO 2 0 0 6  Mumba i ,   APAO 2 0 0 6  Vla divo s to k,   IAO 2 0 0 7  Cr imea ,   APAO 2 0 0 7  Xia men ,    

IAO 2 0 0 8  Tr i e s te ,   APAO 2 0 0 8  B i shkek,   APAO 2 0 0 9  Da my a ng ,   IAO 2 0 0 9  Ha ng zho u ,   IAO 2 0 1 0  Cr imea ,    

APAO 2 0 1 0  Pa pua ,   IAO 2 0 1 1  Alma -Ata ,   APAO 2 0 1 1  Akto be ,   IAO 2 0 1 2  Gw a ng ju ,   APAO 2 0 1 2  Co x ’s  Ba za r ,    

IAO 2 0 1 3  Vi ln ius ,   APAO 2 0 1 3  To mo ho n ,   IAO 2 0 1 4  B i shkek,   APAO 2 0 1 4  Irkutsk,   IAO 2 0 1 5  Ka za n,    

APAO 2 0 1 5  Dha ka ,   IAO 2 0 1 6  Pa mpo ro v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