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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정시모집 체육학과 실기고사 세부사항

Ⅰ. 25미터 왕복달리기 (남·여 / 25미터 X 2회 왕복달리기 총 거리 100m) 

◉ 진행방법

  1. 실기고사는 1회에 1명씩 수험번호 순서대로 실시한다.

  2. 출발선에 칼라콘(넓이 50cm, 높이 약 1m)을 세우고, 출발선에 있는 콘으로부터 직선거리 24m에 

떨어진 지점에 또 다른 1개의 칼라콘을 세운다.

  3. 수험생은 “제자리에” 구령 이후 “차렷” 이라는 구령에 출발자세(스탠딩 스타트)를 취하고 격발과 

동시에 출발한다.

  4. 출발 후 콘을 좌측 또는 우측으로 2회 왕복 후 마지막에는 출발선을 지나쳐 4m를 더 달린다.

◉ 유의사항

  1. 차렷 이후 격발(부저음) 전에 발이 떨어지거나 몸이 움직이는 경우 부정출발로 간주하며, 2회 

부정 출발한 수험생은 실격 처리 한다.  

  2. 결승선 부근에서 넘어졌을 경우 몸통의 일부가 결승선 상에 이르러 자동계측이 될 때를 제외하

고는, 결승선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는 계속해서 달려야 한다.         

  3. 스타트 이후 달리는 도중에는 계측위원의 “파울” 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스스로 파울이라 생각

하고 멈춰서는 안 된다. 달리기를 포기하면 “기권”으로 간주 한다. (끝까지 달려 결승선 라인에 

들어와야 점수가 주어진다.)

  4. 반환점을 돌다 넘어져도, 끝까지 달려야 한다. 중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달리기를 포기하면 

“기권”으로 간주 한다.  (끝까지 달려 결승선 라인에 들어와야 점수가 주어진다.)       

  5. 칼라콘을 넘어뜨려도 관계없으나 몸에 부딪힌 콘이 정해진 범위(약 1m 지름의 원) 바깥으로 완전

히 벗어나게 되면 파울이 된다. (파울로 판정되면 즉시 실격 처리한다.)

  6. 실내 경기화(신발 바닥에 스파이크 없는 신발, 육상화 불가)만 허용하며, 기록은 자동 계측된다.

  7. 경기화에 마찰력을 부가하기 위한 행위(물티슈·물수건·침·송진가루 등 개인물품 사용)을 금지하

며, 신발 바닥을 닦기 위해서는 본교에서 제공한 비품(수건 등)만 사용 가능하다.

  8. 실격 처리시에는 평가표(배점표)의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9. 기권시에는 최저점 처리한다.

 ◉ 계측방법

     1. 본체를 ON시킨다. (이때 신호음(삑)과 함께 게시판은 00:00:00을 나타낸다.)

     2. 계측원은 계측기기의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3. RESET 버튼을 누르면 계측 준비가 완료된다.

     4. 계측원은 준비되었음을 출발원에 알린다.

     5. 출발원은 출발선의 수험생 앞부분 5m 지점에 위치하여 출발자세를 취하게 한다. (이 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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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생은 스탠딩스타트 자세를 취한다.)

     6. 출발원은 수험생의 준비상태를 확인 후 “제자리에”, “차렷”순서로 구령하고 적당한 시기(약 2

초)에 출발시킨다.

     7. 자동계측은 격발(부저음)시부터 자동으로 작동된다. 수동계측원은 수험생의 몸통이 결승점을 

통과하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1/100초 단위로 수동 계측한다. 

     8. 기록원은 자동계측 기록을 기록 확인 대장의 기록란에 기록한다. 단, 자동계측기 오작동시 

수동계측 기록을 기록한다.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록 → 예시: 11.29)

     9. 계측원과 기록원은 수험생에게 본인의 기록을 확인시킨다. 

     10. 계측원은 RESET버튼을 눌러 게시판이 다시 00:00:00로 설정되었는지를 확인 후에 다음 계

측을 준비한다.

(25미터 왕복달리기 실기고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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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메디신볼던지기(남·여)

◉ 진행방법

  1. 실기고사는 2회 실시하여 좋은 성적을 반영한다.

  2. 실기고사는 수험번호 순서대로 1명씩 실시한다. 

  3. 수험생은 시작선에 발이 닿지 않게 위치한다.

  4. "준비" 구령에 수험생은 제자리에 선 자세에서 메디신볼(남3kg, 여2kg)을 머리위로 올려 양손으로

잡고 양발을 편안한 넓이로 벌려 바닥에 지지 한 후 준비 자세를 취한다.

  5. "던져" 라는 신호에 오버드로우(over throw) 자세로 머리위로 양손으로 던진다. 이때 무릎과 허리반

동을 허용하며, 던질 때 한 손으로 던지거나, 팔이 어깨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 유의사항

  1. 메디신볼을 던지는 동작 중이나 던진 후 공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발이 시작선에 닿거나 바닥

에서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손이 시작선을 넘어 바닥에 닿으면 파울처리 한다.

  2. 던진 메디신볼이 폭 2m 규격 선 밖으로 나가게 되면 파울처리 한다.

  3. 던지는 손바닥에는 송진 등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다.

  4. 전완과 상완의 굴신동작이 없고 펴진 상태(감아 던지기)에서 공을 던질 경우에 파울로 판정한다.

  5.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반영하며, 2회 다 파울인 경우에는 실격[평가표(배점표)의 최저점수 부여]

으로 처리한다.

  6. 기권시에는 최저점 처리한다.

◉ 계측방법

    계측원은 반드시 실시요령과 유의사항을 반복 설명하고 보조원을 통하여 시범을 보인다. 계측원 

1(판정)과 계측원 2(거리측정)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계측원 1(판정) 

      (1) 수험생의 손과 신발 바닥에 송진가루 등의 보조물질 발견 시에 1회 파울처리하고 즉시 

닦도록 조치한다.

      (2) 시작 선에 발이 닿지 않게 위치하도록 한다.

      (3) 공은 오버드로우 자세로 머리위로 양손으로 던져야하며, 한 손 또는 측면이나 어깨아래의 

위치에서 공을 던질 경우는 파울로 판정한다.

      (4) 전완과 상완의 굴신동작이 없고 펴진 상태(감아 던지기)에서 공을 던질 경우에 파울로 판

정한다.

      (5) 던지는 동작 중이나 던진 후 공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발이 시작선에 닿거나 바닥에서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손이 시작선을 넘어 바닥에 닿으면 파울로 한다.

      (6) 던진 공이 폭 2m 규격 선 밖에 떨어진 것은 파울로 한다. 단, 외곽선상에 떨어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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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로 인정한다.

      (7) 만약 실시 중에 제1회 실시 시에 (3)(4)(5)(6)을 어겼을 경우 계측원1(판정)은 “파울”이라고 

호창 하고 파울부분을 설명한다. 그리고 곧 바로 제2회를 실시한다.

      (8) 2회 실시하여 둘 중 좋은 기록을 채점한다.

      (9) 2회 실시하여도 파울 시는 실격[평가표(배점표)의 최저점수 부여] 처리한다.

    2. 계측원 2(거리측정)

     (1) 계측원은 유효한 시기에 한하여 공의 낙하지점에 보조원을 세운 후에 줄자를 이용 10㎝ 단

위로 계측한다.

     (2) 그리고 계측원은 측정치를 호창한다.

    3. 기록원

     (1) 기록원은 기록을 별지에 기록하고 2회시기 중에 좋은 기록을 선정, 실기고사 기록 확인 대

장에 기록한다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록 → 예시: 7.9)

     (2) 2회 실시하여도 파울 시는 실격[평가표(배점표)의 최저점수 부여) 처리한다.

     (3) 기권시에는 최저점 처리한다.

  

(메디신볼던지기 실기고사 모식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