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학전공 실기고사 세부사항

(1) 실기종목별 “조”편성 및 시행 방법
시험당일 수험번호순으로 4개 조로 편성하여, 한 종목이 끝나면 순서에 의거 다음 장소로 이동ㆍ
실시한다.
(예)

윗몸 앞으로 굽히기
<1조>

→

윗몸일으키기
→
<2조>

10M 왕복달리기
<3조>

→

제자리멀리뛰기
<4조>

(2) 측정 일반사항
① 10M왕복달리기 중 부저를 누르지 않고 턴을 했을 경우나 넘어졌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평가 과정의 실수 또는 외부의 요인으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이외에는 제한된 실시
회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평가에 문제 발생 시 평가위원들이 협의하여 해결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실기고사 관리위원
회의 결정에 따른다. (동영상 판독 시 학생은 참여할 수 없으며, 실기고사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파울 및 기권자는 최하위 점수로 평가한다.
⑤ 시험고사장 내에는 수험생만 출입할 수 있다.
(3) 기초체력 세부종목 측정방법
① 윗몸 앞으로 굽히기 (체전굴)
- 측정대 위에 올라 양발 뒤꿈치를 붙이고 발끝을 약간 벌리고 양손 끝을 가지런히 하여 몸통
을 앞으로 굽혀 실시한다.
- 실시 도중 무릎을 굽히거나 반동을 주어서는 안 되며, 2회 실시 중 우수기록을 채택한다.
- 측정완료 전까지 측정대에서 이탈(추락 포함) 시 파울로 처리한다.
② 윗몸일으키기
- 측정대 위에 앉아 양손을 머리 뒤에서 깍지를 낀다.
- 누울 때는 반드시 측정대 위에 양어깨가 닿아야 한다.
- 양발을 발걸이에 건 후 자유롭게 눕는다.
- 시작 신호와 함께 윗몸을 일으켜서 양 팔꿈치가 무릎보호대에 닿은 다음 최초 자세로
돌아가면 1회를 인정한다.
- 머리에서 손을 떼거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 횟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았을 때에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 측정방법은 “시작”과 “그만” 신호 사이 1분 동안의 횟수를 계측한다.
- 측정 시 계측위원의 계측 횟수에 대한 이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 10M 왕복달리기
- 출발 후 10M전방 바닥에 놓인 부저를 누르고, 출발선으로 돌아와서 부저를 누르고, 다시
10M 전방에 놓인 부저를 누른 후, 출발선으로 돌아온다.(왕복 시 40M)
- 출발선에서 준비 후 자율 출발하며, 준비동작으로 인하여 출발 센서 작동 시 출발로 인정한
다.
- 측정 시작 후 의도적으로 넘어지거나, 손을 바닥에 짚거나 또는 부저를 누르지 않을(부저 미
작동 포함) 경우는 파울로 처리한다.
- 기록은 1/100초 단위로 계측하여 기록한다.
- 디지털 계측기로 측정하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아날로그로 측정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제자리멀리뛰기
- 표시선 앞에서 팔이나 몸 다리로 충분히 반동을 넣어, 앞 방향으로 뛰어올라 될 수 있는 한
멀리 착지한다.
- 발구름은 양발을 함께 하여야 하며 공중자세에는 규제가 없다.
- 발구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신체 일부(발뒤꿈치, 손, 엉덩이 등)의 착지점까지의 거리를
계측하되, 2회 실시 중 우수한 기록을 채택한다.
- 디지털 계측기로 측정하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아날로그 측정을 대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