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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일정

구 분 기 간 장 소 비 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입학원서

(인터넷

접수)

2022. 9. 13.(화) 09:00~

     9. 16.(금) 16:00

◦ 대학입시홈페이지 

◦ 진학어플라이

◦ 24시간 접수가능

 ※ 마지막 접수일은 16:00까지임

◦ 입학원서 접수 유의사항 참조

첨부서류 

제출 및 

도착기한 

2022. 9. 13.(화) 09:00~

     9. 22.(목) 18:00

◦ 한국체육대학교

본관 1층 훈련학생처

(입시·학생팀) 

◦ 등기우편, 택배 또는 방문제출

 ※ 방문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불가

◦ 2022. 9. 22.(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체육학과(단체종목)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스포츠산업학과

운동건강관리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실기고사

2022. 11. 9.(수)~

11. 10.(목)

[2일간]

◦ 세부일정은 

입시홈페이지 게시

◦ 실기고사

  - 체육특기자전형(단체종목)

  - 교과성적우수자전형

◦ 특수체육교육과 면접고사

  - 교과성적우수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자 면접일정 동일
특수체육교육과

면접고사
2022. 11. 8.(화)

14:00 ~

실기고사

2022. 11. 9.(수)~

11. 10.(목)

[2일간]

태권도학과 실기고사 2022. 11. 8.(화)

~ 11. 10.(목)

[3일간]

◦ 경기입상실적우수자전형

◦ 실기우수자전형

공연예술학과 실기고사
◦ 실기우수자전형

◦ 농어촌지역학생전형

▣ 발표 및 등록

구 분 기 간  장 소 비 고

1차 합격자 발표 2022. 11. 3.(목)
◦ 대학입시홈페이지
  (http://www.knsu.ac.kr/ipsi)

◦ 휴대폰문자 전송

  (합격자에 한함)2차 합격자 발표 2022. 12. 13.(화)

합격자 등록(문서등록)
2022. 12. 16.(금)

      ∼ 12. 19.(월)
    18:00까지

◦ 대학입시홈페이지 
  (http://www.knsu.ac.kr/ipsi)

◦ 방문, 우편

◦ 등록 포기시 등록포기원(별지 6)

  반드시 제출

충원 

합격자

발표

충원 합격자 

통보

2022. 12. 22.(목)
      ∼ 12. 26.(월)

    14:00까지 ◦ 대학입시홈페이지 
  (http://www.knsu.ac.kr/ipsi)

◦ 방문, 우편

◦ 휴대폰문자 전송

  (합격자에 한함)

◦ 등록 포기시 등록포기원(별지 6)

  반드시 제출
충원 합격자 

등록마감

2022. 12. 27.(화) 
15:00까지

입  학

등록금

고지서 교부 2023. 2. 7.(화)
   ∼ 2. 9.(목)

◦ 대학입시홈페이지
  (http://www.knsu.ac.kr/ipsi)

◦ 본인이 직접 출력

등록금 납부 2023. 2. 7.(화)
   ∼ 2. 9.(목)

◦ 본교 지정은행 ◦ 은행 영업마감 시간 내

 ▶ 수시모집 학생부 작성 기준일 : 2022. 8. 31.

 ▶ 위 전형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 입학문의 : 02-410-6554, 6555, 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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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 유의사항

  1. 복수지원 금지  

○ 본교 수시모집은 2개의 전형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형 내에서는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음

○ 본교 수시모집에 합격(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하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2. 지원 횟수 6회 제한

 ○ 수험생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한 전형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6회 지원이란 수험생이 원서를 6번 접수하는 것을 말하며,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

     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한 대학에서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경우에도 

별도의 전형에 각각 지원한 것으로 산정함

   - 산업대, 전문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 경찰대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방송

통신대학교 등.

 ○ 수시모집에서 6회를 초과하여 지원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 완료시간을 기준으로 6회 이후의 접수는

   모두 취소처리 됨. 

  3. 이중등록 금지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의 대학에만 등록을 하여야 함.

○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 등록할 수 없음.

○ 타 대학에 합격(충원합격자 포함) 등으로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우선 등록포기 의사를 

본교에 유선으로 통보한 후(☎ 02-410-6554, 6555) 등록포기원(별지 6)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중등록으로 인한 피해 방지)

   ※ 등록포기원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함.

○ 모든 대학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이중등록자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하며,

   입학 후라도 입학을 취소함.

   4. 원서접수 유의사항

○ 원서접수가 완료(전형료 결제)된 후에는 수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모집요강을 정확히 숙지하고 

원서접수(전형료 결제) 전에 입력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전형별(체육특기자ㆍ경기입상실적우수자, 특수교육대상자, 농어촌지역학생) 제출서류 및 서류 제출 해당

자는 지정기한 내 지정장소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자는 사정대상에서 제외함)

○ 입력한 입학원서와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 인터넷 접속폭주로 인하여 인터넷 접수 지연 또는 시스템 다운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서 

접수 오류, 접수 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입학원서 접수 시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비동의 할 경우에는 학생부 사본을 지정기일까지 필히 제출

(※ 미제출자는 사정대상에서 제외함)하여야 함.(단, 온라인 제공에 동의할 경우에는 학생부 미제출)

   ※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위-변조 여부를 고등학교에 조회하여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됨.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가 온라인으로 제공됨에 따른 동의여부는 본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수능 성적자료의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봄.

○ 지원자 주소는 실제 거주지의 주소를 기재하고, 연락처는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본교에서 전형

기간 중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입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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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첨부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제출서류 발송용 봉투 라벨(주소 및 동봉서류내역)을 출력 후 

제출서류 내용을 체크하고 대봉투에 부착하여 접수당일 즉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하여야 함.

○ 모든 제출서류 하단에 접수자의 접수사항(수험번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 첨부서류 제출 및 도착기한 : 2022. 9. 22.(목), 18:00까지(※ 미제출자는 사정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방이동) 

                한국체육대학교 본관 1층 훈련학생처(입시․학생팀) 우편번호 : 05541

  - 직접방문 제출 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함.

   ※ 서류제출 해당전형 : 체육특기자전형, 경기입상실적우수자전형, 특수교육대상자, 농어촌지역학생, 

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출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경기실적증명서에는 대회명, 주관기관명(직인), 대회기간, 종목, 성적(등위), 성명, 생년월일, 소속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미기재로 인한 서류 평가 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 대회요강 및 참가자격 확인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추가로 해당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입학원서는 본교에서 일괄 출력하여 활용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음.

   ※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지원자는 별도의 제출 서류가 없음.

 6. 기타 유의사항

○ 전형기간 중 수험생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은 개별통지를 생략하고 본교 대학입시홈페이지에 공지함.

○ 대학입학전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항이 확인 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하며,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 입학전형 성적이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내에 들더라도 그 성적이 현저히 낮아 대학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접수(수험표)증은 전형기간 중 항상 소지하여야 하며, 접수(수험표)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서접수 인터넷사이트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음.

○ 입학고사 성적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 모집단위(학과)에 대한 정보는 본교 대학입시홈페이지(http://www.knsu.ac.kr/ipsi)를 활용하시기 바람.

○ 2023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우리나라와 학제가 다른 외국고등학교의 경우 2023년 3월 졸업예정자)가

   당해 학년도에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 수시모집에서 스포츠과학대학, 생활체육대학 및 스포츠문화예술대학 미등록 인원 발생 시 후보순위로 충원.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함.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제출한 서류 및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다만, 수험생의 귀책사유가 아닌 우리 대학의 과실, 

천재지변, 기타 사고 등의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증빙서 등을 첨부하여 소명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전형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음.

○ 접수(수험)증은 본인이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 시 언제든지 로그인하여 출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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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 총 괄

대학 모집단위

전형별

비고

정원내(A) 정원외(B)

체육

특기자

경기입상

실적

우수자

실기

우수자

교과성적

우수자
계

특수

교육

대상자

농어촌

지역

학생

계

스포츠

과학

대학

체육학과* 133 133
종목별,체급별, 

남·여별 모집

경기지도학과 24 24

생활

체육

대학

사회체육학과 5 5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11 11

특수체육교육과* 19 19 3 3

스포츠산업학과 10 10

운동건강관리학과 10 10

노인체육복지학과 7 7

스포츠

문화

예술

대학

공연

예술

학과

한국무용 4 4 8

2

2 전공별 모집

현대무용 4 4 8

발레 4 4 8

실용무용 6 6

계 12 18 30 2

태권도학과

공인품새 6

7 22 종목별 모집
자유품새 4

시범 5

계 15

합 계 133 51 25 62 271 3 2 5

  (*)과는 교직과정 설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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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 종목별 모집인원

     ○ 체육특기자

종목 성별 세부종목 체급별 모집인원 비고

레슬링

남

자유형

57kg 1 　

61kg 1

65kg 1 　

74kg 1

그레코로만형
67kg 1 　

72kg 1 　

여 자유형 57kg 1

계 7 　

배드민턴

남 　단식/복식 　 3 　

여 　단식/복식 　 2 　

계 5 　

복싱
남 　-

-54kg 1 　

-60kg 1 　

-67kg 1 　

-80kg 1 　

-92kg 1 　

+92kg 1

계 6 　

빙상

남

스피드 장거리

(1500m, 3000m, 5000m)
　 1 　

쇼트트랙 　 1 　

여

스피드 단거리

(500m, 1000m)
　 1 　

쇼트트랙 2

계 5 　

사격

남
10M 공기소총 　 1 　

10M 공기권총 3

여
10M 공기권총 　 1

50M 소총3자세 　 1 　

계 6 　

사이클
남

스프린트 　 1 　

포인트 1

개인추발 1

계 3 　

수영
남 경영

자유형 2 　

배영 1

평영 1

접영 1 　

계 5 　



- 6 -

종목 성별 세부종목 체급별 모집인원 비고

양궁

남 리커브 　 2 　

여 리커브 2

계 4

역도

남 -
89kg 1 　

109kg 1 　

여 -

49kg 1 　

55kg 1 　

59 1

64 1

계 6 　

유도

남 -　

-60kg 1 　

-73kg 1 　

-81kg 1 　

-90kg 1

+100kg 1

여 -

-48kg 1 　

-52kg 1 　

-70kg 1

-78kg 1

계 9 　

육상(단거리)
남

100M 　 3 　

400M 1

계 4 　

육상(중장거리)
남 중장거리 　 4 　

계 4 　

육상(도약)

남
높이뛰기 　 1

세단뛰기 1

여 멀리뛰기 1

계 3 　

육상(투척)
남 창던지기 1

계 1 　

체조

남 기계체조 　 4 　

여
기계체조 2

리듬체조(단체) 1

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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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성별 세부종목 체급별 모집인원 비고

태권도

남 -　

플라이급 1 　

라이트급 1

L-미들급 1 　

여 -

플라이급 1 　

페더급 1 　

L-미들급 1

헤비급 1

계 7

펜싱

남

플러레 　 3 　

에뻬 　 1 　

사브르 　 1 　

여

플러레 　 1 　

에뻬 1

사브르 1

계 8 　

근대5종

남 근대4종 2

여 근대4종 2

계 4 　

조정
남

싱글스컬(1X) 　 3 　

경량급싱글스컬(L1X) 　 1 　

계 4 　

카누

남 스프린트 MK-1 　 2 　

여
스프린트 WK-1 1

스프린트 WK-2 1

계 4 　

테니스

남
소프트테니스(전위) 　 1 　

소프트테니스(후위) 1 　

여 테니스 1

계 3 　

하키

남

DF 1

MF 2

FW 1

여
DF 2 　

FW 2

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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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성별 세부종목 체급별 모집인원 비고

핸드볼

남 F.P. 　 4 　

여
F.P. 　 3 　

G.K. 1

계 8 　

골프
남 아마추어 2

계 2

볼링

남 -　 　 2 　

여 - 　 1 　

계 3 　

스키

남

스노우보드 프리스타일

(하프파이프)
　 1 　

알파인스키 　 1 　

스노우보드 알파인 　 1 　

여 알파인스키 1

계 4 　

썰매

남
루지 　 1 　

스켈레톤 　 1 　

여 스켈레톤 　 1 　

계 3 　

합계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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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입상실적우수자

학과 세부종목(전공) 모집인원(명) 비고

경기지도학과

검도

24

당구

댄스스포츠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딩

스쿼시

스포츠클라이밍

승마

요트

우슈

탁구

농구(3*3 포함)

배구(비치발리볼 포함)

여자축구(풋살 포함)

바이애슬론

세팍타크로(여자)

철인3종

서핑

킥복싱

럭비

계 24

공연예술학과

한국무용 4

현대무용 4

발레 4

계 12

태권도학과

공인품새 6

자유품새 4

시범 5

계 15

합계 51

※ 경기지도학과의 농구, 배구, 여자축구의 경우 농구는 3*3농구, 배구는 비치발리볼, 여자축구는 풋살 경기

실적우수자도 지원이 가능함.

※ 경기지도학과 수시모집 선발방법

    - 20개 종목의 성적별 1순위 20명을 우선 선발함.

    - 이후 종목에 관계없이 성적순으로 4명을 선발하며 지원자가 없어 미달된 종목의 인원만큼 추가 선발

      (단, 종목별 최대 2명 이내로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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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형유형별 전형방법

 

  1. 지원자격

       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3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라. 위 가. ~ 다. 중 하나에 해당하고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고등학교 재학 중 우리 대학교에

서 모집하는 종목 중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단,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은 현재 국가대표선수이거나 우리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국제 

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자에 한함.

          1) 국가대표선수 또는 국가대표후보선수(골프 상비군 포함)

             단, 핸드볼, 하키, 수구 종목은 국제대회 출전 경력이 있어야 함.

          2) 고등학교 재학 중 우리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권위 있는 국제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자. 

          3)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전국규모대회 또는 전국체육고등학교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한 성적이 

있거나, 3위 이내 2회 이상 입상자.

       ※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방지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을) 자는 입학이 취소 될 수 있음

       ※ 입학일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대한체육회 또는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아 대회의 출전이 

불가능한 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마. 상기 각 호 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1) 재학기간 중 병역법에 의한 군 입영연기가 가능한 자

          2)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자 

  2. 전형요소 및 배점

       ¦ 개인종목(하키, 핸드볼, 수구 외)

학 과 경기입상실적 학교생활기록부 합 계

체육학과 900점(90%) 100점(10%) 1000점(100%)  

       ¦ 단체종목(하키, 핸드볼, 수구)  

학 과 경기입상실적 실기고사 학교생활기록부 합 계

체육학과 500점(50%) 400점(40%) 100점(10%) 1000점(100%)

      ※ 단체종목(하키, 핸드볼, 수구) 실기고사 종목 및 세부 배점 등에 대한 설명은 별도 기재(14P 이하)

  3. 경기입상실적 성적 등급 및 배점

       ¦ 개인종목(하키, 핸드볼, 수구 외)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배 점 900 800 700 600 500 400 300   

 체육특기자전형(실기/실적 위주) 체육특기자전형(실기/실적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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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종목(하키, 핸드볼, 수구)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배 점 500 450 400 350 300 250 200  

  4. 비기록경기 대회비중도에 따른 등급평가 기준표

       ¦ 개인종목(하키, 핸드볼, 수구 외)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A급 대회
개인 1위 2위 3위

단체 1위 2위 3위

B급 대회
개인 1위 2위 3위

단체 1위 2위 3위

C급 대회
개인 1위 2위 3위

단체 1위 2위

       ¦ 단체종목(하키, 핸드볼, 수구)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A급 대회 1위 2위 3위

B급 대회 1위 2위 3위

C급 대회 1위 2위 3위   

  ※ 2023학년도 체육특기자 비기록경기 종목별 인정대회 및 대회비중도 :“별지 2”참조

 
  5. 전형원칙

       가. 체육특기자는“세부종목별, 체급별, 남·여별 모집인원”단위로 선발합니다.

       나. 경기입상실적 평가는 최근 3년 이내 입상실적 중 우리대학 체육특기자전형원칙 및 평가기준 

표에 의거 평가하며, 입상실적 중 상위실적 2개를 대상으로, 최상위등급은 배점점수의 90%로, 

차하위등급은 배점점수의 10%로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단, 입상실적이 1개인 경우는 1개의 배점인 

90%만 인정하고 차하위등급 배점점수 10%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다. 경기입상실적은 1등급∼7등급으로 평가하며, 전(전)년도 입상실적(국가대표ㆍ국가대표 후보

선수ㆍ골프 국가대표 상비군 포함)은 각각 1등급 하향 평가합니다.

           ※ 경기입상실적 심사년도, 심사전(전)년도의 기간 구분은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라. 개인종목(비기록경기) 단체전(3인 이상, 단 볼링은 2인 이상) 입상실적은 4등급부터 평가하고, 

국내대회의 기록경기 단체전은 2등급 하향 평가합니다.

           ※ 체조종목의 국내대회 개인종합 입상실적은 2등급부터 평가하며 종목별 입상실적은 개인종합 

입상실적 보다 1등급 하향 평가합니다. 

           ※ 배드민턴 종목의 경우, 혼합복식 입상실적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 사격 종목 개인전의 경우, 2020년도, 2021년도의 경기입상실적은 2022학년도 정시모집 기록경기(사격) 

등급표로 평가하며, 2022년도의 경기입상실적은 2023학년도 비기록경기 대회비중도에 따라 평가합니다.

               (사유: 2022년도부터 개인전 결선경기방식이 일정 포인트를 먼저 획득한 선수가 우승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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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 종목의 단체전은 2023학년도 기록경기(사격) 등급표로 평가합니다. 단, 50M 3자세 단체전의 

2020년도, 2021년도의 경기입상실적은 2022학년도 정시모집 기록경기(사격) 등급표로 평가합니다. 

               (사유: 50M 3자세 단체전은 2022년도부터 개인 60발(기존은 120발)로 경기운영)

           ※ 빙상 종목의 쇼트트랙(스피드제외)의 경우, 전국남녀 종별 종합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B급대회)의 종합 입상실적은 종목별 입상실적보다 1등급 상향 평가합니다.

       마. 국가대표선수(1개월 이상 경력)와 올림픽대회ㆍ세계선수권대회ㆍ아시아경기대회 입상자 및 

세계ㆍ아시아ㆍ한국신기록 보유자는 1등급으로 평가하며, 동호의 단체전 입상자도 개인전 입

상자와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바. 아래 국제대회 입상자는 2등급으로 평가하며, 동호의 단체전 및 전(전)년도 입상자는 각각 1등급 

하향 평가합니다.

           ‣ 아시아선수권대회ㆍ동아시아대회ㆍ세계청소년(주니어, 유스, 유스올림픽, 유소년)선수권대회

ㆍ아시아주니어대회ㆍ단체종목의 아시아청소년대회 

           ‣  중앙경기단체에서 선발전을 거쳐 파견한 국제대회로서 15개국 이상이 참가한 국제대회

       사. 국가대표 후보선수는 5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단, 개인종목 골프 국가대표 상비군과 단체종목

(수구, 하키, 핸드볼)의 국가대표 후보선수는 3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아. 경기입상실적의 대회비중도는 비기록경기(국제대회 포함)와 기록경기로 나누어 별도의 평가

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1) 비기록경기 대회비중도는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종합사업계획에 있는 대회를 근거로 

해당 종목별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체육특기자전형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합니다.

          2) 기록경기 등급표는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종합사업계획에 있는 대회를 근거로 해당 종

목별 지도교수가 제출한 자료와 중앙경기단체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자료를 체육특기자전형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합니다.

          ‣ 국제대회 입상자 : 전형원칙 ‘마’와 ‘바’호를 적용합니다.

          ‣ 국내대회 입상자 : 기록경기의 등급은 2022년도 각종 대회(고등학교 선수)의 최고기록과 3위 

평균기록으로 급간을 계산하여 2등급~7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2등급 : 각종대회 최고기록, 7등급 : 각종대회 3위 최하위기록 

       자. 동일기간에 2개 대회를 겸하여 주최하고 각각 시상한 경우에는 하나의 입상실적만 인정합니다.

       차. 경기입상실적 평가결과 7등급 이내에 들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합니다.

       카. 국제규모대회 입상자의 인정대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청소년(주니어, 유스, 유스올림픽, 유소년)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아시아 주니어대회, 단체종목의 아시아청소년대회

          2) 중앙경기단체에서 선발전을 거쳐 파견한 국제대회로서 15개국 이상이 참가한 국제대회(단, 

유소년선수권대회, 국제친선 또는 교환경기, 국가대표 또는 청소년대표가 참가하지 않는 대회, 

개인자격으로 참가가 가능한 대회, 선수권대회 중 지역예선대회는 제외) 

       타.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는 C급대회로 인정합니다.

       파. 역전경기 구간 1위자와 구간 신기록 수립자는 4등급으로 평가합니다.

       하. 국내대회의 인정기준은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종합사업계획에 있는 대회를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권위 있는 대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인발굴전(신인왕전 포함), 친선경기(연령별, 학년별, 수준별, 국내대회에 외국인이 일부만 

참가하는 대회, 지방단위 또는 지역예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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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서류제출 원칙

          1) 국가대표선수 및 국가대표후보선수 확인서는 대한체육회장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교 요구시 세부종목 또는 세부체급이 기재된 증명서(중앙경기단체장 

확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경기실적증명서는 대한체육회 인터넷경기실적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 제출합니다.

          3) 위‘카. 항의 1)’을 제외한 중앙경기단체에서 선발전을 거쳐 파견한 국제대회로서 15개국 

이상이 참가한 국제대회 입상자는 중앙경기단체장의 직인이 날인된‘중앙경기단체에서 선발전을 거쳐 

파견한 국제대회로서 15개국 이상이 참가한 국제대회 입상확인서(별지 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단체종목(수구, 하키, 핸드볼) 지원자는 중앙경기단체장의 직인이 날인된‘입상대회 포지션 

확인서(중앙경기단체 서식)’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너. 수시모집 미등록 인원 발생 시 후보순위로 충원합니다. 단, 미등록충원 등록마감 후 발생한 

미등록 인원은 해당종목(성별, 세부종목, 체급별)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더. 경기입상실적은 원서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원서접수일 이전 또는 접수기간 중에 시작

하여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에 종료하는 대회 입상실적은 인정합니다.

       러. 체급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단체전 입상실적은 동일 연도에 해당 체급에 출전한 경기입상실적 

또는“출전확인서”(중앙경기단체장 발행)로 해당 체급에 출전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머. 본 평가원칙 적용에 이견이 발생할 시에는 체육특기자전형소위원회 심의 후 대학입학전형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버. 체육특기자전형 (하키, 핸드볼, 수구) 실기고사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위원은 해당종목을 전공한 교수 및 지도자 5명으로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2) 체력평가(정량평가)를 제외한 개인기본기술, 경기운영능력 평가채점은 5명의 평가위원 점수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3인의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환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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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체육특기자전형 실기고사(하키, 핸드볼, 수구) 종목 및 일반원칙

     가. 대 상 자 : 체육특기자전형 지원자(하키, 핸드볼, 수구)

     나. 고시일시, 장소 및 준비물

       1) 일    시 : 2022. 11. 9.(수) ~ 11. 10.(목) (개인별 일정 추후 공지)

       2) 장    소 : 본교 대학입시홈페이지 추후 공지 예정

       3) 준 비 물 

         가)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반드시 지참

         나)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 (소속, 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

         다) 장비가 필요한 종목은 개인이 지참

     다. 실기고사 불합격 처리 기준

       1) 전 종목 : 실기고사 불참 시 불합격

       2) 하  키 : 400점 만점 중 100점 미만 시 불합격

       3) 핸드볼 : 400점 만점 중 F.P.는 150점 미만, G.K.는 130점 미만 시 불합격

     라. 하키 종목 실기방법

       1) 개인 기본기술 : 1명씩 실시하며, F.P. / G.K.로 구분하여 실시

       2) 경기운영능력 : 11(재학생) : 11(응시자)로 실전경기 진행(1-2쿼터) 각 15분 총 30분 실시

        ※ 응시자의 수가 11명이 안 되는 경우, 응시자 팀에 재학생을 포함하여 경기를 실시함.

영역 평가요소 평가방법

개인

기본기술

(150점)

F.P.

캐치 여러 방향에서 패스된 볼을 5회 캐치 한다.

P.C 각 포지션 3회 실시한다.

스쿱 거리, 속도, 높이, 정확성

슈팅 포핸드(푸시/히트) / 리버스 기술별 3회 실시한다.

드리블, 패스
뒤, 좌, 우 방향에서 패스된 볼을 캐치하여 필드에 설치된 

장애물을 자유롭게 드리블로 통과 후 전/좌/우 방향으로 패스한다.

G.K. 세이브 능력

슈팅 5회 및 PC 5회 세이브 

볼처리 및 각 잡는 포지션을 평가한다.

(골대밖 슈팅 횟수 제외)

1대1 능력평가(슛아웃) 5회를 평가한다.

경기

운영능력

(150점)

F.P.
G.K.

프레스 탈출, 
프레스 압박 (F.P.) 1쿼터, 2쿼터 각 15분 총 30분 동안 경기를 

실시하여 각 포지션 별로 평가한다.

(G.K.) 위치선정, 경기운영능력, 위치대처능력, 볼처리능력을 

평가한다.

위치선정

경기운영능력

아울렛, 공수전환

위기대처능력
(상황인식)

체력

(100점)  

F.P.
G.K.

10M 왕복달리기 10M 왕복 3회 측정

100M 스피드 측정

2000M 지구력 측정

       3) 하키 종목 실기 평가내용 및 배점

영역 평가내용
배점

최고 최저

개인
 기본기술
(150점)

F.P.

캐치

150 30

P.C (패스, 캐치)

스쿱

슈팅

드리블 & 패스

G.K. 세이브 능력 150 30

경기
운영능력
(150점)

F.P.
G.K.

 프레스 탈출, 프레스 압박

150 20

위치선정

경기운영능력

아울렛, 공수전환

위기대처능력(상황인식)

체력 
(100점)

F.P.
G.K.

 10M 왕복달리기

100 15100M

2000M

총점 400점 6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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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핸드볼 종목 실기방법

       1) 개인 기본기술 : 1명씩 실시하며, F.P. / G.K.로 구분하여 실시

       2) 경기운영능력 : 7(재학생) : 7(응시자)로 실전경기 진행(전·후반) 각 20분 총 40분 실시

        ※ 응시자의 수가 7명이 안 되는 경우, 응시자 팀에 재학생을 포함하여 경기를 실시함.

구분 평가요소 평가방법

개인

기본기술

(100점)

F.P.

G.K.

패스, 캐치 공격 전 개시 공을 던지고 받는 동작 정확성과 강도 평가

슈팅
     F.P. : 각 포지션별 슛의 정확성과 강도 평가

     G.K. : 각 포지션 별 방어능력

F.P. 드리블 속공 전환 시 스피드와 볼 컨트롤 평가

경기

운영능력

(200점)

전·후반

각 20분 경기

(F.P., G.K.)

수비

(F.P.) 맨투맨을 통한 

공격저지 능력 

위치선정위기대처능력 

(G.K.) 슈팅 방어율

디펜스 수비동작 사이드스텝 크로스스텝

협력수비 견제 동작 평가

공격

(F.P.) 1:1 페인팅 

크로스전술

속공돌파, 콤비능력

(G.K.) 속공패스

오펜스 스텝 동작과 크로스 패스 동작 평가

디펜스 동작에서 오펜스로 이어지는 속공동작 평가

 체력

(100점)

F.P.

G.K.

20m Shuttle run 20m 구간을 정해진 신호음에 맞추어 달리는 테스트 측정(횟수)

롤러코스터 런 측정
최대한 빠르게 달리며 드리블 총 3회 반복한 시간을 측정

2회 측정 후 좋은 기록으로 평가 

사이드스텝 / 크로스스텝 정확성과 강도 측정(횟수)

       3) 핸드볼 종목 실기 평가내용 및 배점

영역 평가내용
배점

최고 최저

개인
 기본기술
(100점)

F.P.

G.K.

패스, 캐치

100 30슈팅

F.P 드리블

경기
운영능력
(200점)

F.P.
G.K.

수비

200
F.P. : 40
G.K. : 25

공격

체력 
(100점)

F.P.
G.K.

 20M Shuttle run

100 50 롤러코스터 런 측정

 사이드스텝 / 크로스스텝

총점 400점
F.P. : 120점
G.K. : 1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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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수구 종목 실기방법

       1) 개인 기본기술 : 1명씩 실시하며, F.P. / G.K.로 구분하여 실시

       2) 경기운영능력 : 7(재학생) : 7(응시자)로 실전경기 진행(1-2쿼터) 각 8분 총 16분 실시

        ※ 응시자의 수가 7명이 안 되는 경우, 응시자 팀에 재학생을 포함하여 경기를 실시함.

       3) 수구 평가요소 및 방법

         (가) 수구(F.P.)

구분 평가요소 평가방법

개인

 기본기술

(150점)

드리블 30m 드리블 수중에 30m 라인설치 기록측정

100m평가 100m 스피드 측정

400m평가 400m 지구력 평가

경기

운영능력

(100점)

공수 / 수비(공격저지능력)

1쿼터, 2쿼터 각 8분 총 16분 동안 경기를 

실시하여 각 포지션 별로 평가한다.

위치선정

위기대처능력(상황인식)

공격 돌파 및 콤비능력

체력

(150점)  

좌.우 이동스컬링 2.5m 부위설치(부위2개) 부위 터치 1분간 이동횟수

빽스컬 2.5m 부위설치(부위2개) 부위 터치 1분간 이동횟수

원반 20kg들기 20kg 원반들고 수중에서 떠있기 기록측정

점프 수중에서 줄자를 이용하여 터치패드에 터치 측정

         (나) 수구(G.K.)

구분 평가요소 평가방법

개인

 기본기술

(150점)

25m 스피드 평가 25m‘벽에 손터치하고 반대 출발 자세’1회 측정

12m 평가

골대에서 6m 거리에 부위를 설치하고, ‘머리들고 자유형으로 

접근하여 부위터치’ 후 ‘백코스(배영)로 돌아와 양손 점프하여 

골포스트 윗부분 터치’를 측정(1회 실시)

30m 멀리던지기

30m 라인 밖에서 던지기 측정(2m 당 10점 감점)

(2회 실시하여 최고기록 측정)

※ 공이 천장을 터치하는 경우 1회 재시도 기회 부여

경기

운영능력

(100점)

공수 / 수비(공격저지능력)

1쿼터, 2쿼터 각 8분 총 16분 동안 경기를 

실시하여 각 포지션 별로 평가
위치선정

게임 소통능력

1:1 페널티 슛 1:1 페널티 슛 방어 능력 3회 측정

체력

(150점)  

3m 좌.우 이동 스컬링 3m 골대설치 양쪽 포스트를 1분간 왕복 이동하여 터치한 횟수 측정

포스트 이동 3m 골대설치 양손 들고 포스트 좌.우 터치한 횟수 측정

원반 20kg들기 가슴위치에 20kg 원반들고 수중에서 떠있는 기록 측정(1회)

점프
수중에서 점프하여 터치패드에 터치한 기록 측정

(줄자 이용 측정, 2회 실시하여 최고기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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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구 종목 실기 배점 및 평가표

         (가) 수구(F.P.) 

영역 평가내용
배점

최고 최저

개인
 기본기술
(150점)

드리볼

150 15100m평가

400m평가

경기
운영능력
(100점)

각 8분 
2쿼터 경기
(총 16분)

공수, 수비 공격저지능력

100 20
위치선정

위기대처능력(상황인식)

공격 돌파 및 콤비능력

체력 
(150점)

 좌·우 이동 스컬링

150 25
 빽스컬

 원반 20kg들기

 점프

총점 400점 60점

         (나) 수구(G.K.)

영역 평가내용
배점

최고 최저

개인
 기본기술
(150점)

25m 스피드 평가

150 3012m 평가

30m 멀리던지기

경기
운영능력
(100점)

8분 
2쿼터 경기

공수/수비 공격저지능력

100 20
위치선정

게임소통능력

1:1 페널티 슛

체력 
(150점)

 3m 좌.우 이동 스컬링

150 25
 포스트 이동

 원반 20kg들기

 점프

총점 400점 75점

 7. 신체검사

     가. 대 상 자 : 체육특기자전형 지원자

     나. 검사항목 : 결핵검사(X-ray)

     다. 검사기관 : 전국 보건소 및 병․의원

     라. 검진기간 : 2022. 8. 16.(화) ~ 9. 16.(금)

     마.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바. 심사기준

       1) 검사결과 활동성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 정밀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의로부터 

전염성이 소실되어 단체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타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기준은 신체검사소위원회 심의 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릅니다.

       3) 결핵검사서를 기일 내에 미제출 시 신체검사소위원회 심의 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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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입상실적우수자전형(실기/실적 위주)경기입상실적우수자전형(실기/실적 위주)

  1. 공통 지원자격

       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위 가. ~ 다. 중 하나에 해당하고,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고등학교 재학 중 우리 대학교에서 

모집하는 종목 중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단, 공연예술학과는 2021년도, 2022년도 실적만 해당)

※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방지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을) 자는 입학이 취소 될 수 있음

           ※ 입학일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대한체육회 또는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아 대회의 

출전이 불가능한 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모집단위 추가 지원자격

경기지도학과

1. 국가대표선수 또는 국가대표후보선수(상비군) 경력자

2. 국제경기단체 주관 국제규모대회 입상자

3.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 경력자

4. 전국규모대회 개인종목 8위 이내 진출자 또는 결선 진출자

5. 전국규모대회 단체종목 3위 이내 입상자

6. 교육부가 인정하는 전국규모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출전자(지역대회 입상자)

 ※ (1~6) 단,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은 현재 국가대표선수에 한함

공연예술학과

태권도학과

1. 국가대표 선수는 대한체육회장이 발급한 확인서만 인정 

단, 태권도학과 지원자 중 국가대표 선수의 경우 대한체육회장 또는 대한태권도

협회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2. 우리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전국규모대회 고등부 3위 이내 입상자

   ※ (1~2) 단, 고등학교 졸업 후 실적은 현재 국가대표선수에 한함. 

           ※ 2023학년도 경기입상실적우수자 종목별 인정대회 및 대회비중도 :“별지 3”참조

  2. 전형요소 및 배점

학 과
1단계 2단계 

전형총점
학생부 입상실적 합 계 1단계

성적 실기고사 합 계

경기지도학과 40% 60% 100% - - -

공연예술학과 35% 65% 100% - - -

태권도학과 35% 65% 100% 60% 40% 100%

  ※ 태권도학과 단계별 선발 방법

      - 1단계 : 학생부(35%)와 입상실적(65%)으로 5배수 선발

      - 2단계 : 1단계 점수(60%)와 실기고사점수(40%)로 최종 선발   

※ 경기지도학과 수시모집 선발방법

      - 20개 종목의 성적별 1순위 20명을 우선 선발

      - 이후 종목에 관계없이 성적순으로 4명을 선발하며 지원자가 없어 미달된 종목의 인원만큼 추가 선발

       (단, 종목별 최대 2명 이내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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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모집단위별 공통 전형원칙

      가. 경기입상실적우수자전형은 경기입상실적과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을 합산(단, 태권도학과는 실기

고사 포함)한 상위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나. 경기입상실적은 최근 3년(단, 공연예술학과는 최근 2년) 이내 입상실적 중 최상위 성적 1개만 

적용하되, 지원한 해당분야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다. 국가대표와 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ㆍ아시아경기대회 입상자는 1등급으로 평가하며, 단체전 

입상자도 개인전 입상자와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라. 아시아선수권대회ㆍ동아시아대회ㆍ세계청소년(주니어)선수권대회ㆍ아시아청소년(주니어)선수권

대회 입상자는 2등급으로 평가하며, 단체전 입상자도 개인전 입상자와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마. 국가대표후보선수는 3등급으로 평가하며, 경기지도학과의 경우 상비군 및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도 

3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바.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후보선수, 국가대표상비군, 주니어국가대표 확인서는 대한체육회장 또는 

해당중앙경기단체장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단, 태권도학과 지원자는 대한체육회장 또는 대한태권도

협회장이 발급한 확인서만 인정)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전)년도 입상실적(국가대표·국가대표후보선수ㆍ상비군·주니어국가대표 포함)과 단체전(3인 

이상) 입상실적은 각각 2등급 하향 평가합니다.

           (단, 태권도학과는 전(전)년도 입상실적은 각각 1등급, 단체전(3인 이상)은 2등급 하향 평가)

      아. 태권도(복식, 단체전), 스쿼시(복식, 단체전), 탁구(복식, 단체전), 철인3종(단체전), 바이애슬론

(계주), 세팍타크로(여자), 농구, 배구, 여자축구, 럭비 이외의 종목은 개인입상실적만 인정합니다.

      자. 고등학교 재학 중 고등부가 아닌 일반부 입상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차. 교육부가 인정하는 전국규모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출전자(지역대회 입상자)는 6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카. 경기입상실적은 종목별 인정대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타. 경기입상실적 평가결과 종목별 최저등급 이내에 들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합니다.

      파. 경기입상실적 심사년도, 심사 전(전)년도의 기간 구분은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 경기입상실적 인정은 원서접수 마감일로 합니다.(단, 원서접수일 이전 또는 접수기간 중에 시작

하여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에 종료하는 대회 입상실적은 인정)

      거. (경기지도학과) 국제경기단체 주관 국제규모대회 입상자는 대한체육회장 또는 중앙경기단체장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종목별 국제규모대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정대회 :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청소년(주니어, 유스, 유스올림픽, 유소년)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아시아주니어대회, 단체종목의 아시아청소년대회, 

기타 경기입상 및 특별전형소위원회위원장이 인정하는 국제규모대회

          2) 불인정대회 : 유소년선수권대회, 국제친선 또는 교환경기, 국가대표 또는 청소년대표가 참가하지 

않는 대회, 개인자격으로 참가가 가능한 대회, 선수권대회 중 지역예선대회, 

신인발굴전(신인왕전 포함), 친선경기(연령별, 학년별, 수준별), 국내대회에 

외국인이 일부만 참가하는 대회, 지방단위 또는 지역예선대회, 고등학교 재학 

중 고등부가 아닌 일반인 참가가 가능한 대회

      너. 본 평가원칙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입상 및 특별전형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더. 수시모집 미등록 인원 발생 시 후보순위로 충원합니다. 단, 미등록충원 등록마감 후 발생한 

미등록 인원은 해당종목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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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모집단위별 세부 전형원칙

      가. 경기지도학과

        1) 지원자격

            가)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우리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전국규모대회 개인종목 8위 

이내 진출자 또는 결선 진출자

            나)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우리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전국규모대회 단체종목 3위 이내 입상자

        2) 전형요소 및 배점

         3) 입상실적 평가등급 및 배점

         4) 입상실적 비중도별 평가 기준표

            가) 개인종목(농구, 배구, 여자축구, 럭비, 세팍타크로 제외 15개 종목)

대회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A급 대회 1위 2위 3위 4위 5~8위

B급 대회 1위 2위 3위 4위

C급 대회 1위 2위 3위

            나) 단체종목(농구, 배구, 여자축구, 럭비, 세팍타크로)

대회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A급 대회 1위 2위 3위

B급 대회 1위 2위 3위

C급 대회 1위 2위 3위

         5) 세부종목별 전형원칙

            가) 전 종목 공통 : 단체전(3인 이상) 입상실적은 개인입상실적보다 2단계 하향 평가합니다.

            나) 댄스스포츠 : 4, 5종목을 입상실적으로 평가하고, 동호인대회(생활체육대회)는 제외합니다.

(단, 4종목 입상실적은 5종목 입상실적에서 1등급 하향 평가)

            다) 스쿼시 : 복식 입상실적은 개인입상실적보다 2단계 하향 평가합니다.

학 과
전형요소

학생부 입상실적 합 계

경기지도학과 40% 60% 100%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배 점 600 530 460 390 32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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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승마 : 마장마술경기와 장애물비월경기의 세부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종목

등급 구분 마장마술경기
장애물비월경기

(최대높이)
종합마술경기 지구력경기

I

S-3

star Class

Grand Prix Special

Grand Prix
160cm CCI 4 star CEI 4 star

S-2

star Class

Intermediate II

Intermediate I
150cm CCI 3 star CEI 3 star

S-1

star Class

Prix St-Georges

Young Rider 

Preliminary

140cm CCI 2 star CEI 2 star

Ⅱ A Class W.D.C.Advanced 130cm CCI 1 star CEI 1 star

III B Class W.D.C.Medium 120cm 복합마술 -

대회등급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A급 대회

Ⅰ 1위 2위 3위 4위 5~8위

Ⅱ 1위 2위 3위 4위

Ⅲ 1위 2위 3위

B급 대회

Ⅰ 1위 2위 3위 4위

Ⅱ 1위 2위 3위

Ⅲ 1위 2위

C급 대회

Ⅰ 1위 2위 3위

Ⅱ 1위 2위

Ⅲ 1위

            마) 우슈 : 투로(장권, 남권, 도술, 남도, 곤술, 남곤, 검술, 창술, 태극권, 태극검)와 산

타(체급경기) 종목만 인정합니다.

            바) 탁구 : 개인복식 입상실적은 개인단식 입상실적보다 1단계 하향 평가하며, 단체전은 2

단계 하향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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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연예술학과

        1) 지원자격

            2021년도, 2022년도 전국규모 무용대회(또는 콩쿠르) 고등부 개인전 3위 이내 입상자

    

         2) 전형요소 및 배점

         3) 평가원칙
           ① 무용대회의 대회등급은 A급, B급 대회로 구분하여 5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② 협회 무용대회는 중앙협회에서 주최한 대회만 인정합니다.

           ③ 대회의 입상범위는 수상 명칭에 관계없이 최고의 입상을 1위로 간주하여 3위이내만 인정합니다.

         4) 입상실적 평가등급 및 배점

         5) 입상실적 비중도별 평가기준표

   

대회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A급 대회 1위 2위 3위   

B급 대회 1위 2위 3위

      다. 태권도학과

        1) 지원자격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전국규모 태권도 공인품새, 자유품새, 시범(기술격파)종목 

고등부 3위 이내 입상자

         2) 전형요소 및 배점

         3) 전형요소별 평가원칙

          가) 경기입상실적(1단계)

             (1) 입상실적 평가원칙

                ① 태권도대회의 대회등급은 A급, B급, C급 대회로 구분하여 6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② 입상실적은 공인품새, 자유품새, 시범(기술격파)종목 입상실적만 인정합니다.(겨루기, 

위력격파, 태권체조 입상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③ 단체전(남자단체전, 여자단체전, 혼성단체전(3~5인)), 남녀혼합복식 입상실적은  

2등급 하향 평가합니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배 점 650 580 510 440 370

학 과
1단계 2단계(최종선발) 

학생부 입상실적 합 계 1단계 성적 실기고사 합 계

태권도학과 35% 65% 100% 60% 40% 100%

학 과
전형요소

비 고
학생부 입상실적 합 계

공연예술학과 35% 6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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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상실적 평가등급 및 배점

             (3) 입상실적 비중도별 평가기준표

     

          나) 실기고사(2단계)

             (1) 대상자 : 태권도학과 지원자 중 1단계 합격자

             (2) 대상자 발표 : 2022. 11. 3.(목)/ 1차 합격자 발표 시

             (3) 일시 : 2022. 11. 8.(화) ~ 11. 10.(목) (개인별 일정 추후 공지)

             (4) 장소 : 본교 대학입시홈페이지 추후 공지 예정

             (5) 수험생 준비사항

                ①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반드시 지참

                ② 복장 : 도복, 띠(송판은 본교에서 제공함)

                ③ 신발 : 맨발

                ④ 도복과 띠에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습니다. (소속, 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

                ※ 도복에 소속, 성명 등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청테이프 등을 부착하여 표기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전공 실기고사 평가내역

                ① 종목 및 배점

                  - 공인품새

구 분 발차기 품 새 합 계

배 점 100점 300점 400점

                  - 자유품새

구 분 발차기 자유품새 합 계

배 점 100점 300점 400점

                  - 시범

구 분 발차기 기본격파 자유구성격파 합 계

배 점 120점 120점 160점 400점

         

대회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A급 대회 1위 2위 3위  

B급 대회  1위 2위 3위

C급 대회   1위 2위 3위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배 점 650 580 510 440 37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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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평가내용 및 배점

                  - 공인품새

시험종목 평가내용
배  점

환산방법
최고 최저

발차기

⁃ 돌려차기 좌/우 3회

⁃ 옆차기 좌/우 3회

⁃ 뒤차기 좌/우 3회

⁃ 뒤후려차기 좌/우 3회

100 20 ▶ 점수 환산방법(15등급으로 구분)

   취득점수 : [(15-취득등급)/

   (15-1)× (최고-최저)]+최저점수 
품새 ⁃ 지정품새 : 고려 300 60

합 계 400 80

                  - 자유품새

시험종목 평가내용
배  점

환산방법
최고 최저

발차기

⁃ 돌려차기 좌/우 3회

⁃ 옆차기 좌/우 3회

⁃ 뒤차기 좌/우 3회

⁃ 뒤후려차기 좌/우 3회

100 20 ▶ 점수 환산방법(15등급으로 구분)

   취득점수 : [(15-취득등급)/

   (15-1)× (최고-최저)]+최저점수 
자유품새

⁃ 자유품새 : 자유구성 품새 시연

⁃ 제한시간 : 60초 이상 70초 이내
300 60

합 계 400 80

                  - 시범

시험종목 평가내용
배  점

환산방법
최고 최저

발차기

⁃ 돌려차기 좌/우 3회

⁃ 옆차기 좌/우 3회

⁃ 뒤차기 좌/우 3회

⁃ 뒤후려차기 좌/우 3회

120 24

▶ 점수 환산방법(15등급으로 구분)

   취득점수 : [(15-취득등급)/

   (15-1)× (최고-최저)]+최저점수 
기본격파

⁃ 높이 뛰어 앞차기

⁃ 높이 뛰어 옆차기

⁃ 돌려차기 3단계

⁃ 540°회전 뒤후려차기 1단계

120 24

자유구성격파
⁃ 자유구성(송판10장 이내)

⁃ 제한시간 1분
160 32

합 계 400 80

               ③ 평가방법

                 - 평가위원은 태권도를 전공한 교수 5명으로 평가합니다.

                 - 채점은 5명의 평가위원 점수에서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3인의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환산 적용합니다.

          4) 전형방법

1단계 2단계

 학생부 35%와 경기입상실적 65% 반영하여 모집인원의

 500%(5배수) 선발

 1단계 성적 60%와 전공실기 40% 반영하여 100% 최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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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우수자전형(실기/실적 위주) 실기우수자전형(실기/실적 위주)

  1. 지원자격

     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3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전형요소 및 배점

학 과 학교생활기록부 실기고사 합 계

공연예술학과 300점(30%) 700점(70%) 1000점(100%)

태권도학과 300점(30%) 700점(70%) 1000점(100%)   

    

  3. 공연예술학과 실기우수자전형 실기고사

     가. 대 상 자 : 공연예술학과 실기우수자전형 지원자

     나. 고시일시, 장소 및 준비물

       1) 일    시 : 2022. 11. 8.(화) ~ 11. 10.(목) (개인별 일정 추후 공지)

       2) 장    소 : 본교 대학입시홈페이지 추후 공지 예정

       3) 준 비 물 :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반드시 지참

     다. 종목 및 배점

전공분야 배점 총점 비 고

한국무용 700 700

수험생이 준비한 작품으로 

2분이내 발표

현대무용 700 700

발    레 700 700

실용무용 700 700

     라. 평가내용 및 배점

시험종목 평가내용
배점

환산방법
최고 최저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실용무용

기본기

+

표현력

100 20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이를 700점으로 환산

(환산점수 = 취득점수×700/100)

     마. 수험생 준비사항(※ 다음에 나열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점)

     1) 오디오 CD 1개, USB 1개를 준비합니다.(실기고사 당일 대기실에 제출 – CD와 USB 겉면에 수험번호, 성명 기재)

     2) 1번 트랙에 전공 작품 음악파일 1곡씩만 녹음합니다.

        ※ 이외의 음악파일이 있을 시 제출이 불가하며, 음악파일 불량에 따른 음향사고 발생 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함. 또한 CD와 USB의 음악이 재생되지 않을 경우 대학은 책임지지 않음

     3) 분장, 장치, 소도구는 일체 사용하지 못합니다.(단, 전통 레퍼토리일 경우 소품 사용 가능)

     4) 머리 손질은 안면이 잘 보이도록 단정하게 합니다.

     5) 홀터넥, 지퍼, 레이스, 망사, 목폴라 등 장식 있는 레오타드 착용을 금지하며, 기본 레오타드(민무

늬, 끈 또는 민소매)만 허용합니다.

     6) 화장, 헤어핀이나 리본 등의 악세서리 착용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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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수험생 의상 및 신발

전공분야 의상 신발

한국무용

 - 상의
   > 여자 : 긴팔 검정색 레오타드
   > 남자 : 소매없는 검정색 레오타드
 - 하의
   > 여자 : 살색 또는 분홍색 타이즈(검은색 풀치마 학교제공)
   > 남자 : 검정색 바지(학교제공)

흰버선 또는 코슈즈

(굽슈즈 착용불가)

현대무용  - 상의 : 소매 없는 검정색 레오타드
 - 하의 : 살색 또는 분홍색 타이즈(남자는 검정색 타이즈)

맨발

발    레 분홍색토슈즈, 발레슈즈

실용무용  - 상의 : 무늬 없는 흰색 반팔 티셔츠
 - 하의 : 검정색 긴 면바지 흰색 운동화

     바. 평가방법

       1) 평가위원은 무용을 전공한 교수 5명으로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2) 채점은 5명의 평가위원 점수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3인의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환산 적용합니다.

  4. 태권도학과 실기우수자전형 실기고사

     가. 대 상 자 : 태권도학과 실기우수자전형 지원자

     나. 고시일시, 장소 및 준비물

       1) 일    시 : 2022. 11. 8.(화) ~ 11. 10.(목) (개인별 일정 추후 공지)

       2) 장    소 : 본교 대학입시홈페이지 추후 공지 예정

       3) 준 비 물 :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반드시 지참

     다. 종목 및 배점

시험종목 평 가 내 용
배  점

환 산 방 법
최고 최저

발차기

. 돌려차기 좌/우 3회

. 옆차기 좌/우 3회

. 뒤차기 좌/우 3회

. 뒤후려차기 좌/우 3회

180 68

▶ 점수 환산방법(15등급으로 구분)

   취득점수 : [(15-취득등급)/

   (15-1)×(최고-최저)]+최저점수 
품새 . 지정품새 : 고려 180 68

겨루기
. 표적 겨루기(타깃 겨루기)

. 제한시간 60초 이내
340 130

계 700 266

     라. 수험생 준비사항

      1) 복장 : 도복, 띠, 수험표, 신분증 

      2) 신발 : 맨발

      3) 도복과 띠에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습니다. (소속, 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

        ※ 도복에 소속, 성명 등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청테이프 등을 부착하여 표기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방법 

       1) 평가위원은 태권도를 전공한 교수 5명으로 평가합니다.

       2) 채점은 5명의 평가위원 점수에서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3인의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환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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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성적우수자전형(학생부 위주)교과성적우수자전형(학생부 위주)

     

  1. 지원자격

     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3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전형요소 및 배점

학과
1단계 2단계

3단계 비고
학생부

1단계
성적

실기
고사

전형
총점

운동건강

관리학과
100% 70% 30% 100%

○ 수능성적 4개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상위 2개영역의 

합이 7등급 이내인 자

 ※ 탐구는 1과목 반영

- 1단계 3배수 1차 선발 후

-  2단계 전형 총점(학생부포함)

으로 2차 선발

학 과

1단계 2단계 

3단계 비 고

학생부
1단계

성적

실기

고사

교직
적성
면접

전형

총점

사회체육학과 100% 60% 40% - 100%

- 수능성적 4개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3개

영역 이상 각 4등급 이내인 자

※탐구는 1과목 반영

- 1단계 5배수 1차 선발 후

- 2단계 전형 총점(학생부포함)

으로 2차 선발

스포츠산업학과 100% 70% 30% - 100%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100% 80% 20% - 100%

특수체육교육과 100% 60% 30% 10% 100%
- 1단계 3배수 1차 선발 후

-  2단계 전형 총점(학생부포함)

으로 2차 선발

  ※ 사회체육학과, 특수체육교육과 학생부 실질 반영점수
2단계 학생부성적 60% 반영을 등급간 등급차가 10점이 되도록 점수 배분(1등급 600점, 2등급 590점, 
3등급 580점, 4등급 570점, 5등급 560점, 6등급 550점, 7등급 540점, 8등급 530점, 9등급 520점)

  ※ 스포츠산업학과, 운동건강관리학과 학생부 실질 반영점수
2단계 학생부 성적 70% 반영을 등급간 등급차가 10점이 되도록 점수 배분(1등급 700점, 2등급 690점, 
3등급 680점, 4등급 670점, 5등급 660점, 6등급 650점, 7등급 640점, 8등급 630점, 9등급 620점)

  ※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학생부 실질 반영점수
2단계 학생부 성적 80% 반영을 등급간 등급차가 10점이 되도록 점수 배분(1등급 800점, 2등급 790점, 
3등급 780점, 4등급 770점, 5등급 760점, 6등급 750점, 7등급 740점, 8등급 730점, 9등급 720점)

  ※ 사회체육학과 동점자 선발기준 : 실기고사 산출점수 우위자

  ※ 1단계 전형 합격자의 석차백분위 산출(학생부 성적 : 교과+비교과), 석차백분위별 등급[0.00~4.00:1등급, 
4.01~11.00:2등급,11.01~23.00:3등급,23.01~40.00:4등급,40.01~60.00:5등급,60.01~77.00:6등급, 
77.01~89.00:7등급,89.01~96.00:8등급,96.01~100.00:9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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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형요소별 평가원칙 

      가. 실기고사

         1) 대상자

           가) 운동건강관리학과,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스포츠산업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특수체육교육과 1차합격자

         2) 고사일시, 장소 및 준비물

           가) 일시 : 2022. 11. 9.(수) ~ 11. 10.(목) (개인별 일정 추후 공지)

           나) 장소 : 본교 대학입시홈페이지 추후 공지 예정

             ‣ 수험생은 자신에게 배정된‘고사시간’20분 전에‘고사대기실’에 입실

           다) 준비물 :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3) 실기고사 종목

  

학  과 종  목

사회체육학과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메디신볼던지기
농구레이업슛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스포츠산업학과

운동건강관리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10M왕복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특수체육교육과

10M왕복달리기

윗몸일으키기

배구블라디테스트

         4) 실기고사 일반 원칙

                       가) 실시 원칙 및 복장

        ① 수험생은 실기고사에 임하기 전 실기고사 공지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수험생이 

실기고사에 관한 공지사항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② 실기고사는 공지된 원칙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합니다.

        ③ 실기고사에 적당한 운동복과 운동화를 착용합니다. 단, 경기용 운동화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④ 실기고사 시 바르지 않은 과도한 동작 등으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예) 윗몸일으키기 동작 시 무리하게 목을 당기는 행위 등

               (윗몸일으키기 동작 시 양 손을 목뒤로 깍지를 끼는 이유는 객관적 근지구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드시 양손목으로 목뒤를 부드럽게 받쳐 복근만으로 윗몸일으키기를 실시  

    하여야 합니다.)

           나) 결시 및 기권

        ① 실기고사에 결시하면 실기고사 전체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고 불합격 판정합니다.

        ② 실기고사 중 일부 종목에만 결시할 경우 그 종목만 0점으로 처리합니다. 결시 판정 기준  

        시점은 실기고사 종목별로 수험생이 소속된 조의 실기고사가 종료될 때입니다.

        ③ 실기고사 중 측정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부상 등)로 기권한 경우 해당 종목의 점수를  

        최하등급(점수)으로 평가합니다.

       다) 이의 제기

        ① 실기고사 실시 과정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속된 조의 해당 종목 실기 고사가 끝난 직후에 이

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이의가 제기되면 실기고사소위원회위원장과 실기고사 감독관이 협의하여 이의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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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실기고사 점수 환산 

      가) 실기고사 평가기준표에 따라 종목별 38점 만점(3종목 총점 114점)으로 평가하여 수험생이  

       취득한 총점을 아래의 방법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하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단, 사회체육학과의 경우 종목별 100점 만점(4종목 총점 400점)으로 평가합니다.

        ①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 실기고사 총점 = 실기고사 반영점수(200점) × 취득총점/114

        ② 특수체육교육과, 스포츠산업학과, 운동건강관리학과

           - 실기고사 총점 = 실기고사 반영점수(300점) × 취득총점/114

        ② 사회체육학과

           - 실기고사 총점 = 4종목 취득총점의 합 = 400점 만점

      나) 실기종목 평가는 남녀별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6) 실기종목

  10m 왕복 달리기

  ▪ 실시목적

   왕복달리기는 신체의 민첩성 측정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민첩성은“신체의 위치를 빠

르게 이동하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본교에서는 왕복달리기를 통하여 신체위

치를 빠르고 정확하게 동작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 실시방법

   ◦ 첫 번째, 출발선에서“출발”신호에 따라 전력 질주하여 10m 앞에 놓여진“이동용구”를 가지고 

출발선으로 돌아오면서 지름 50㎝의 반원에 놓아야 합니다.

   ◦ 두 번째, 10m 앞에 놓여진“이동용구”를 가지고 돌아오면서 도착(출발)지점을 통과합니다.

   ▪ 기록 및 평가

   ◦ 기록은 가슴이 도착(출발)지점을 통과하는 순간을 1/100초 단위로 기록합니다.

   ◦ 첫 번째 이동용구가 지름 50cm의 반원을 벗어나는 경우에 +1초를 적용합니다. 

   ◦ 1회 실시. 단, 부정출발의 경우, 1회의 기회를 더 줍니다.

   ◦ 기권을 하거나 2회의 부정 출발 시 최하위 점수로 처리합니다.

   ◦ 신체부위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바닥에 닿아도 허용됩니다.

윗몸일으키기

 

  ▪ 실시목적

   윗몸일으키기는 복근의 근지구력 측정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근지구력은“근육이  오랫

동안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본교에서는 윗몸일으키기를 통하여 복근 운동을 

지속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 실시방법

   ◦ 무릎에“유효기준판”을 착용하고 측정대 위에 앉은 다음 양손은 목 뒤에서 깍지 낍니다.

   ◦ 무릎은 측정대에 맞추어 굽히고 양어깨가 바닥에 닿도록 눕습니다.

   ◦“시작”신호에 따라 윗몸을 일으켜 양 팔꿈치가 무릎에 착용한“유효기준판”에 닿게 한 다음  

  시작할 때의 자세가 되게 눕습니다.

   ◦ 누운 자세 시 양어깨가 윗몸일으키기대에 닿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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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어깨가 바닥에 닿은 자세에서 양 팔꿈치가“유효기준판”에 닿은 자세까지를 1회 실시로

     인정합니다.

   ◦ 검사자는 인정횟수를 수험자에게 불러줍니다.

   ◦ 다음의 경우는 반칙으로 실시 횟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양 팔꿈치가“유효기준판”에 닿지 않은 경우

     - 누운 자세 시 어깨 한쪽이라도 윗몸일으키기대에 닿지 않은 경우

     - 손의 깍지가 떨어지는 경우

     - 엉덩이를 들어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

  ▪ 기록 및 평가

   ◦ 2분간 유효 횟수를 기록

   ◦ 1회 실시

   ◦ 기권을 하는 경우 최하위 점수로 처리합니다.

  제자리멀리뛰기

 

  ▪ 실시목적

   제자리멀리뛰기는 전신의 순발력 측정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순발력은“순간적으로 

발현하는 폭발적인 힘”으로 정의하며 본교에서는 제자리멀리뛰기를 통하여 순간적으로 발현하는 

폭발적인 힘의 사용능력을 평가합니다. 

  ▪ 실시 방법

    ◦ 구름 선 뒤에 양 발이 평행하게 선 다음, 두 손을 들어 내리면서 한 동작으로 멀리 뜁니다.

    ◦ 착지 후에는 앞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 정해진 시간(20초) 내에 뛰어야 합니다.

    ◦ 신발 뒤꿈치에“탄산마그네슘가루”를 찍고 실시합니다.

    ◦ 다음의 경우는 반칙

      - 착지가 완료된 후 착지 지점에서 뒤쪽으로(구름선 쪽으로) 갈 경우

      - 착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의 일부라도 멀리뛰기 판의 옆으로 벗어날 경우

      - 20초(타이머 적용) 내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이단 점프하는 경우

  ▪ 기록 및 평가

    ◦ 구름 선에서부터 착지 시 멀리뛰기 판에 닿은 신체 부위의 위치 중 구름 선에 가장 가까운 곳까지를 

cm로 측정하여 기록합니다.

    ◦ 2회 실시하여 상위 기록으로 평가합니다.

    ◦ 기권, 2회 모두 반칙, 신발에 이물질 등을 묻히고 실시하는 경우 최하위 점수로 평가합니다.

      ※ 이물질(예시) : 송진가루, 탄산음료 등

   배구블라디테스트

  ▪ 실시목적

   배구블라디테스트는 배구의 토스 능력 측정을 통해 기초운동기술 수준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배구블라디테스트는“정해진 시간 내에 지정된 위치로 토스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 실시방법

   본인의 신장에 맞추어 벽면과 1m거리 지정선 밖에 섭니다.

  “시작”신호에 따라 공중에 공을 던진 후 일정한 벽 높이(남: 3m, 여 : 2.5m)에 있는 1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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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각형 표시선 안으로 공을 토스합니다.

   ◦ 벽에 리바운드 되어 튀어나온 배구공을 다시 표시선 안으로 토스합니다. 

   ◦ 실시 도중 공이 떨어지면 신속하게 공을 주워 재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측정자는 인정횟수를 수험자에게 불러줍니다.

   ◦ 토스할 때는 오버핸드토스와 언더핸드토스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오버핸드토스 시 점프토스가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반칙으로 실시횟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1m 지정선 안쪽에서 토스를 실시한 경우

     - 토스한 공이 표시선 밖에 맞은 경우

     - 홀딩한 경우(공을 잡아 던지는 경우) 

  ▪ 기록 및 평가

   ◦ 25초간 유효 횟수를 기록

   ◦ 1회 실시

   ◦ 기권을 하는 경우 최하위 점수로 처리합니다.

    메디신볼던지기
(사회체육학과)

  ▪ 실시목적

   메디신볼던지기는 양쪽 어깨와 팔의 순발력 측정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순발력은“순간

적으로 발현하는 폭발적인 힘”으로 정의하며 본교에서는 메디신볼던지기를 통하여 해당 능력을 

평가합니다. 

  ▪ 실시방법

   ◦ 제자리에 선 자세에서 양 발을 지면에 붙이고, 메디신볼을 머리 위에서 오버헤드 드로우 자세로, 

양손으로 던져야 합니다.

   ◦ 정해진 시간(10초) 내에 던져야 합니다.

   ◦ 남자는 3kg, 여자는 2kg의 메디신 볼을 사용합니다.

   ◦ 다음의 경우는 파울로 처리합니다.

    - 던지기 동작 시 발이 바닥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경우 

    - 구획선(60cm)을 밟거나 벗어나는 경우 

    - 던진 공이 좌·우 라인(4m 폭) 밖에 떨어진 경우 

    - 제한 시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기록 및 평가

   ◦ 2회 실시하여 상위 기록으로 평가합니다.

   ◦ 기록측정 시 측정지점은 메디신볼 착지면의 중심을 기준으로 합니다.

   ◦ 모든 파울 행위는 1회 시도로 간주합니다.

   ◦ 기권을 하거나 2회 파울 시 최하위 점수로 처리합니다.

     100m 달리기 (사회체육학과)

  ▪ 실시목적

   100m 달리기는 근력, 근지구력, 협응력 등 응용운동능력 측정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본교에서는 100m 달리기를 통하여 해당 능력을 평가합니다.  

  ▪ 실시방법

   ◦ 스타트라인에 준비 자세를 취한 후 신호자 또는 전자계측장비의 신호에 따라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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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팅블록은 사용 되지 않습니다.

    - 스타팅 자세는 스탠딩스타트만 허용합니다.

    - 스파이크화 착용이 가능합니다.

   ◦ 100m를 달려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 다음의 경우 파울로 처리합니다

    - 100m 달리기 중 본인의 레인을 벗어나는 경우 

    - 예측출발을 1회 한 경우

    - 기록단축을 위한 비정상적인 행위를 한 경우 

  ▪ 기록 및 평가

   ◦ 결승선에 가슴이 통과한 시점을 본인 기록으로 인정합니다. 

   ◦ 1회만 실시합니다.

   ◦ 기권을 하거나 파울한 경우 최하위 점수로 처리합니다.

    농구 레이업 슛 (사회체육학과)

  ▪ 실시목적

   농구레이업슛은 민첩성, 순발력, 근력, 협응력, 심폐지구력 등 응용운동능력 측정을 목적으로 실시

하는 검사입니다. 본교에서는 농구레이업슛을 2분간 실시하여 해당 능력을 평가합니다.

  ▪ 실시방법

농구골대 링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좌우 45°의 3점슛(6.75m)라인에 장애물 A(우측), 장애물 B(좌측)를 

위치합니다.

   ◦ 수험생은 장애물 A지점의 오른쪽에서 농구공을 들고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 시작신호에 따라 오른쪽 레이업슛 실시, 레이업 슛 실시 후 장애물 B를 돌아 다시 왼쪽 레이업

슛을 실시합니다. 왼쪽 레이업슛 실시 후 다시 장애물 A지점을 돌아 오른쪽 레이업슛을 실시합

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종료신호가 울릴 때까지 2분간 반복 실시합니다.

   ◦ 남학생은 7호공, 여학생은 6호공(7호공 선택가능)을 사용합니다.

   ◦ 평가 중 공이 우연 혹은 실수로 인해 라인 밖으로 나갔을 경우 공을 다시 잡은 지점에서 이어서 

실시합니다.

   ◦ 파울을 범한 경우라도 수험생은 끝까지 평가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는 파울로 처리합니다.

    - 평가 중 드리블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

    - 공을 던져 놓고 이동하는 경우

    - 장애물 A지점을 통과 후 실시하는 오른쪽 레이업슛 시, 왼발로 점프 후 오른손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장애물 B지점을 통과 후 실시하는 왼쪽 레이업슛 시, 오른발로 점프 후 왼손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슛을 하는 손의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지 않는 경우

    - 워킹, 더블드리블 등 모든 바이얼레이션의 경우

    - 기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기록에 이점을 얻는 경우

    - 무효 골 상황 발생 후 슛을 하지 않거나 공을 던지는 등 시간단축을 위한 인위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 기록 및 평가

   ◦ 파울 이후 이어진 득점은 성공하더라도 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1회 2분간 실시하며 득점 인정 된 골의 개수로 평가합니다.

   ◦ 기권을 하는 경우 최하위 점수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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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실기고사 평가기준표(사회체육학과 제외)

해당학과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스포츠산업학과

운동건강관리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특수체육교육과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스포츠산업학과

운동건강관리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특수체육교육과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스포츠산업학과

운동건강관리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특수체육교육과

등급 점수

10m왕복달리기(초) 윗몸일으키기(회) 제자리멀리뛰기(㎝) 배구블라디테스트(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38 8.27이하 9.19이하 140이상 129이상 284이상 231이상 30이상

2 37 8.28 ~ 8.45 9.20 ~ 9.44 132 ~ 139 121 ~ 128 276 ~ 283 222 ~ 230 29

3 35 8.46 ~ 8.63 9.45 ~ 9.70 124 ~ 131 112 ~ 120 269 ~ 275 212 ~ 221 28

4 33 8.64 ~ 8.81 9.71 ~ 9.95 116 ~ 123 104 ~ 111 261 ~ 268 203 ~ 211 27

5 31 8.82 ~ 8.99 9.96 ~ 10.21 108 ~ 115 95 ~ 103 253 ~ 260 193 ~ 202 26

6 29 9.00 ~ 9.18 10.22 ~ 10.46  99 ~ 107 87 ~ 94 246 ~ 252 184 ~ 192 25~24

7 27 9.19 ~ 9.36 10.47 ~ 10.72 91 ~ 98 78 ~ 86 238 ~ 245 174 ~ 183 23~22

8 25 9.37 ~ 9.54 10.73 ~ 10.97 83 ~ 90 70 ~ 77 230 ~ 237 165 ~ 173 21~20

9 23  9.55 ~ 9.72 10.98 ~ 11.23 75 ~ 82 61 ~ 69 223 ~ 229 155 ~ 164 19~18

10 21  9.73 ~ 9.90 11.24 ~ 11.48 67 ~ 74 53 ~ 60 215 ~ 222 146 ~ 154 17~16

11 19  9.91이상 11.49이상 66이하 52이하 214이하 145이하 1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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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실기고사 평가기준표(사회체육학과)

메디신볼던지기(m) 제자리멀리뛰기(㎝) 농구레이업슛(2분) 100m 달리기

점수 남자 여자 점수 남자 여자 점수 남자 여자 점수 남자 여자

100 12이상 9이상 100 290이상 240이상 100 21이상 17이상 100 11.50이하 14.30

97 11.7 8.7 97 286~289 236~239 97 20 16 97 11.51~11.70 14.31~14.50

94 11.4 8.4 94 282~285 232~235 94 19 15 94 11.71~11.90 14.51~14.70

91 11.1 8.1 91 278~281 228~231 91 18 14 91 11.91~12.10 14.71~14.90

88 10.8 7.8 88 274~277 224~227 88 17 13 88 12.11~12.30 14.91~15.10

85 10.5 7.5 85 270~273 220~223 85 16 12 85 12.31~12.50 15.11~15.30

82 10.3 7.3 82 267~269 217~219 82 15 11 82 12.51~12.65 15.31~15.45

79 10.1 7.1 79 264~266 214~216 79 14 10 79 12.66~12.80 15.46~15.60

76 9.9 6.9 76 261~263 211~213 76 13 9 76 12.81~12.95 15.61~15.75

73 9.7 6.7 73 258~260 208~210 73 12 8 73 12.96~13.10 15.76~15.90

70 9.5 6.5 70 255~257 205~207 70 11 7 70 13.11~13.25 15.91~16.05

67 9.3 6.3 67 252~254 202~204 67 10 6 67 13.26~13.40 16.06~16.20

64 9.1 6.1 64 249~251 199~201 64 9 5 64 13.41~13.55 16.21~16.35

61 8.9 5.9 61 246~248 196~198 61 8 4 61 13.56~13.70 16.36~16.50

58 8.7 5.7 58 243~245 193~195 58 7 3 58 13.71~13.85 16.51~16.65

55 8.5 5.5 55 240~242 190~192 30 7미만 3미만 55 13.86~14.00 16.66~16.80

52 8.3 5.3 52 237~239 187~189 52 14.01~14.15 16.81~16.95

49 8.1 5.1 49 234~236 184~186 49 14.16~14.30 16.96~17.10

46 7.8 4.8 46 230~233 180~183 46 14.31~14.50 17.11~17.30

43 7.5 4.5 43 226~229 176~179 43 14.51~14.70 17.31~17.50

40 7.2 4.2 40 222~225 172~175 40 14.71~14.90 17.51~17.70

37 6.9 3.9 37 218~221 168~171 37 14.91~15.10 17.71~17.90

34 6.6 3.6 34 214~217 164~167 34 15.11~15.30 17.91~18.10

30 6.6미만 3.6미만 30 213이하 163이하 30 15.30 초과 18.1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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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면접고사

        1) 대상자 : 특수체육교육과 1차 합격자

        2) 고사일시, 장소  및 준비물

          가) 일시 : 2022. 11. 8.(화) 14:00 ~

          나) 장소 : 본교 대학입시홈페이지 추후 공지 예정

            ‣ 수험생은 자신에게 배정된‘고사시간’20분 전에‘고사대기실’에 입실

          다) 준비물 :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3) 평가방법

          가) 면접고사는 인성, 논리성, 창의성, 학업적성, 전공 관련 기초지식을 평가합니다.

          나) 면접결과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합격 시킬 수 있습니다.

          다) 평가는 평가위원 5인이 평가하여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3인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환산 적용합니다.

          라) 면접고사에 불참하면 불합격 처리합니다. 또한 지각으로 인해 해당 순서에 불참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전형방법

학 과 1단계 전형 2단계 전형
수능최저등급적용

(최종합격)

운동건강관리학과
 학생부 100% 반영하여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
 1단계 성적70% + 실기고사30%

 2단계전형 합격자를 대상

 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자 

 중 2단계 성적순으로

 100% 선발함.

사회체육학과

 학생부 100% 반영하여 

 모집인원의 5배수를 선발

 1단계 성적60% + 실기고사40%

스포츠산업학과  1단계 성적70% + 실기고사30%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1단계 성적80% + 실기고사20%

특수체육교육과
 학생부 100% 반영하여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
 1단계 성적60% + 실기고사30%
 +면접10%

   5.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및 기준

 ○ 운동건강관리학과

  - 수능성적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상위 2개영역의 합이 7등급 이내인 자

    ※ 탐구는 1과목 반영

 ○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특수체육교육과, 스포츠산업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 수능성적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3개영역 이상 각 4등급 이내인 자

    ※ 탐구는 1과목 반영

 ○ 공통

  -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 적용은 지원자가 별도 지정하지 

않고, 본교에서 지원자에게 유리한 영역을 지정하여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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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자격

     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3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 본교 입학이 취소됨

     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라. 위 1), 2), 3) 중 하나가 해당되고,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해 등록을 필하고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중 체육교과목 실기수업이 가능한 자

      2) 기타「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상이등급 1~7급)에 해당되는 자

     마.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영역별 응시기준을 충족하고, 그 성적이 

모집단위별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2개영역 이상 각 7등급 이내인 자  

      ※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방지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을) 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2. 전형요소 및 배점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교생활

기록부
면접고사

경기입상

실적  
합계

특수체육교육과 3
100점

(10%)

200점

(20%)

700점

(70%)

1000점

(100%)

  3. 경기입상실적 평가방법

     가. 경기입상실적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며, 경기입상실적에 대한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나. 경기입상실적은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고등학교 재학 중 최상위 성적 1개만 적용합니다.

     다. 경기입상실적 등급은 대회비중도에 따라 1등급∼6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평가합니다.

     라. 국내대회 입상실적 중 동일종목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분류하여 실시하는 경기종목의 단체전

(3인이상) 및 전(전)년도 입상실적은 각각 1등급씩 하향 평가합니다.

        (단, 국제친선 또는 교환경기, 선수권대회 중 지역예선대회 및 각 대회 시범종목은 평가에서 제외)

     마. 등외의 성적인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 경기입상실적 성적 등급 및 배점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배  점 700 630 560 490 420 350

  5. 대회비중도에 따른 등급평가 기준표

대회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A급 대회 1위 2위 3위

B급 대회 1위 2위 3위

C급 대회 1위 2위 3위

D급 대회 1위 2위 3위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실기/실적 위주)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실기/실적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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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경기입상실적 인정대회

구 분 대 회 명

A급 대회 동·하계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

B급 대회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IPC공인)

C급 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D급 대회 동·하계전국장애인체육대회, 아시아장애청소년경기대회
  

         ※ 특수교육대상자로 일반인이 참가하는 대회의 입상자도 동일한 점수를 적용하며, 장애유형에 따라 별도로 

개최되는 대회는 본교 경기입상 및 특별전형소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

  7.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

① 장애인 증명서 1부(민원 24 또는 주민센터 발행)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1부. (국가보훈(지)청 발행)

② 경기실적증명서 1부.

   ※ 원본검증번호 표기된 증명서

   ※ 대한장애인체육회 인터넷경기실적발급시스템 발행 또는 해당 중앙

경기단체장이 발행한 것만 인정

※ 제출서류는 서류제

출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8. 면접고사

    가. 일  자 : 2022. 11. 8.(화) 14:0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대학입시홈페이지 추후 공지 예정)

    나. 장  소 : 본교 대학입시홈페이지 추후 공지 예정

    다.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반드시 지참

    라. 유형별 평가방법

      1)  면접고사는 인성, 논리성, 창의성, 학업적성, 전공 관련 기초지식 등을 평가합니다.

      2)  면접결과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접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입

학전형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불합격 시킬 수 있습니다.

      3)  평가는 평가위원 5인이 평가하여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3인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환산 

적용합니다.

      4)  면접고사에 불참하면 불합격 처리한다. 또한 면접고사 지각으로 인해 해당 순서에 불참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9. 유의사항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합격자는 입학 후 일반학생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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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자격

    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 본교 입학이 취소됨

    나. 지원자 본인과 부모가 모두「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ㆍ면(농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읍ㆍ면지역

소재 학교(농ㆍ어촌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상기 지역의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등)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무용전공자(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 사단법인 협회, 시·도 및 대학 주최의 경연대회 입상 실적이 있는 자
    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영역별 응시기준을 충족하고, 그 성적이 

모집단위별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영역 이상 각 6등급 이내인 자  

  2. 전형요소 및 배점

모집단위
모집

인원

대학수학

능력시험

학교생활

기록부
실기고사 면접고사 합계

공연예술학과 2 -
300점

(30%)

700점

(70%)
-

1000점

(100%)

  3. 지원자격 유의사항

    가. 부모의 사망, 이혼 등 우리 대학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제시한 자를 부모로 

보며, 이 경우에도 농ㆍ어촌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사  유 부모에 해당하는 자

부모의 사망 ․ 실종

ㅇ 부모 중 일방이 사망(실종)인 경우에는 법률상 사망일(실종일) 이후 생존하는 

부 또는 모

ㅇ 부모 모두 사망(실종)인 경우에는 법률상 사망일(실종일) 이후 민법에서 정한 

법률상의 친권이 있는 자

 ※ 사망한 부모에 대해서는 주소지를 확인하지 않음.

부 모 의  이 혼

ㅇ 법률상 이혼일 이후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

ㅇ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녀교육권)을 가진 자

ㅇ 고교재학 당시 이혼한 경우 부ㆍ모 주민등록초본 제출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전까지의 부모 모두의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에 해

당하여야 함.

입    양    자
ㅇ 입양일 이후 친권이 있는 양부모

ㅇ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녀교육권)을 가진 자

 ▶ 부모 중 일방이 장기여행 ․ 중병 ․ 심신상실 ․ 수감 등으로 사실상 친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금

치산 ․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친권행사 금지 가처분 또는 친권상실 선고 등으로 법률상 친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법률상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나.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이

어야 하되, 동일한 읍ㆍ면 지역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농어촌지역학생특별전형(실기/실적 위주) 농어촌지역학생특별전형(실기/실적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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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지역이 변경(예, 군à시, 읍ㆍ면à 구, 동)된 경우에는 

고등학교 입학(3월 중) 당시의 읍ㆍ면 지역으로 인정한다.

    라. 지원자의 거주지, 부ㆍ모의 거주지, 재학한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ㆍ면 지역이 아니어도 된다.

    마.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또는 신고 말소된 경우에는 농ㆍ어촌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바. 중․고등학교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연속된 연수만을 인

정) 해야 한다.

    사.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입상 및 특별전형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입학

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추후 주소 허위 이전 등이 판명되는 경우 입학 무효처분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함.

  4. 실기고사
     가. 대 상 자 : 공연예술학과 농어촌지역학생전형 지원자

     나. 고시일시, 장소 및 준비물

       1) 일    시 : 2022. 11. 8.(화) ~ 11. 10.(목) (개인별 일정 추후 공지)

       2) 장    소 : 본교 대학입시홈페이지 추후 공지 예정

       3) 준 비 물 :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반드시 지참

     다. 종목 및 배점

전공분야 배점 총점 비 고

한국무용 700 700
수험생이 준비한 작품으로 

2분이내 발표
현대무용 700 700

발    레 700 700

     라. 평가내용 및 배점

시험종목 평가내용
배점

환산방법
최고 최저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기본기
+

표현력
100 20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이를 700점으로 환산

(환산점수 = 취득점수×700/100)

     마. 수험생 준비사항(※ 다음 나열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점)

     1) 오디오 CD 1개, USB 1개를 준비합니다.(실기고사 당일 대기실에 제출 – CD와 USB 겉면에 수험번호, 성명 기재)

     2) 1번 트랙에 전공 작품 음악파일 1곡씩만 녹음합니다.

        ※ 이외의 음악파일이 있을 시 제출이 불가하며, 음악파일 불량에 따른 음향사고 발생 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함. 또한 CD와 USB의 음악이 재생되지 않을 경우 대학은 책임지지 않음

     3) 분장, 장치, 소도구는 일체 사용하지 못합니다.(단, 전통 레퍼토리일 경우 소품 사용 가능)

     4) 머리 손질은 안면이 잘 보이도록 단정하게 합니다.

     5) 홀터넥, 지퍼, 레이스, 망사, 목폴라 등 장식 있는 레오타드 착용을 금지하며, 기본 레오타드(민무

늬, 끈 또는 민소매)만 허용합니다.

     6) 화장, 헤어핀이나 리본 등의 악세서리 착용을 금지합니다.

     7) 수험생 의상 및 신발

전공분야 의상 신발

한국무용

 - 상의
   > 여자 : 긴팔 검정색 레오타드
   > 남자 : 소매없는 검정색 레오타드
 - 하의
   > 여자 : 살색 또는 분홍색 타이즈(검은색 풀치마 학교제공)
   > 남자 : 검정색 바지(학교제공)

흰버선 또는 코슈즈

(굽슈즈 착용불가)

현대무용  - 상의 : 소매 없는 검정색 레오타드
 - 하의 : 살색 또는 분홍색 타이즈(남자는 검정색 타이즈)

맨발

발    레 분홍색토슈즈, 발레슈즈

     바. 평가방법

       1) 평가위원은 무용을 전공한 교수 5명으로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2) 채점은 5명의 평가위원 점수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3인의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환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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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교생활기록부 평가방법[공통]

 
  1. 학년별 반영비율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비 고

학년별 30% 30% 40% 100%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

   ※ 단, 3개 학년 중 2개 학년의 성적만 기록된 경우(공고 2+1 체제 이수자, 일반계 고교직업과정 위탁생, 직업과정 이

수자 등)에는 저학년 성적 40%, 고학년 성적 60%로 반영함.

 
  2. 영역별 반영비율

구 분 교과성적 비교과성적 계 비 고

영역별 80% 20% 100%  

  3. 교과성적 반영방법

구 분
교과성적(80%)

비교과성적(20%) 반영방법
국민공통교과/선택교과

반영방법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수한 전 교과목 반영 출결성적 석차등급  

  4. 석차등급 및 반영방법

     가. 전형별 성적배점 현황(1단계)

전형구분

학교생활기록부
실기 및 

경기입상실적

(d)

전형별

반영총점

(e=c+d)

교과 비교과
총점

(c=a+b)기본

점수

점수

(a)

기본

점수 

점수

(b)

수시

체육특기자전형
체육학과(개인종목) 53 80 16 20 100 900 1000

체육학과(단체종목) 47 80 16 20 100 900 1000

경기입상실적

우수자전형

경기지도학과 306 320 76 80 400 600 1000

태권도학과 262 280 66 70 350 650 1000

공연예술학과 269 280 66 70 350 650 1000

실기우수자전형
공연예술학과 215 240 56 60 300 700 1000

태권도학과 221 240 56 60 300 700 1000

교과성적

우수자전형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특수체육교육과

스포츠산업학과

운동건강관리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760 800 190 200 1000 - 1000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특수체육교육과 40 80 16 20 100 900 1000

농어촌지역학생

전형
공연예술학과 215 240 56 60 300 7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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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졸업 연도별 반영점수 산출 방법

       1) 2008년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다음 단계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점수를 산출하여 활용합니다.

  ① 학년별 석차등급 :

     [∑(교과별 석차등급 × 교과별 이수단위) ÷ ∑(교과별 이수단위)]× 학년별 반영비율

  ② 전체 석차등급 : ∑(학년별 석차등급)

  ③ 학생부 반영점수 :

     전형별 반영총점 +｛[(1- 전체 석차등급)/8]× (전형별 반영총점-기본점수)}

       2)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

         석차백분율(석차÷재적생수)을 먼저 산출한 후 석차백분율에 해당되는 석차등급을 아래의 표에  

  적용하여 산출한 후 상기 1)과 같은 단계에 따라 학생부 반영점수를 최종 산출함.<※석차백분율  

  산출시 동석차가 있을 경우 [(석차+(동석차 인원수-1)/2]/이수자수× 100)] 으로 산출함>

        ① 다음의 석차백분율 및 석차등급표에 따라 석차등급을 산출합니다.

석차백분율 석차등급 등급구성비 석차백분율 석차등급 등급구성비

0.00~4.00 1 4% 60.01~77.00 6 17%

4.01~11.00 2 7% 77.01~89.00 7 12%

11.01~23.00 3 12% 89.01~96.00 8 7%

23.01~40.00 4 17% 96.01~100.00 9 4%

40.01~60.00 5 20%

        ② 학년별 석차등급 :

          [∑(교과별 석차등급 × 교과별 이수단위) ÷ ∑(교과별 이수단위)]× 학년별 반영비율

        ③ 전체 석차등급 : ∑(학년별 석차등급)

        ④ 학생부 반영점수 :

           전형별 반영총점 +｛[(1- 전체 석차등급)/8]× (전형별 반영총점-기본점수)}

       3) 석차가 없는 경우의 성적산출방법

         과목석차 등급점수(평어적용)

 

평어 수(A) 우(B) 미(C) 양(D) 가(E,F) 비고

반영등급 1 3 5 7 9   

         ※ 전문교과도 위의 기준 적용

       4) 석차등급이 없는 예·체능과목 및 진로선택과목의 반영방법

        ① 반영과목 : 체육, 음악, 미술 등 예술교과 및 진로선택과목

        ② 반영등급

          - 예·체능과목 : 우수 → 2등급, 보통 → 5등급, 미흡 → 8등급

          - 진로선택과목 : A → 2등급, B → 5등급, C → 8등급

     다.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의 반영방법

       1) 검정고시 출신자 등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의 반영방법

         검정고시 출신자 등 100점 만점 기준으로 취득점수가 표기된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반영

         점수를 산출합니다.

     
기본점수+{(취득성적 평균-60)/40 ×(전형별 반영총점-기본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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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국에서 국내고등학교로 편입한 경우

        가) 외국 고등학교 일부 학기를 이수한 경우

         ① 학년별 성적 인정 방법

           - 외국 고등학교가 아닌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을 반영합니다.

           - 동일 연도에 외국 고등학교와 국내 고등학교에서 각각 한 학기를 이수한 경우, 국내 고등

학교 한 학기의 성적을 해당 학년의 성적으로 반영합니다.

         ② 성적 반영 방법

구 분 성적 반영 방법

국내 고등학교에서 인정한 전 학년의 성적이 있는 경우 1학년 30%, 2학년 30%, 3학년 40% 반영

국내 고등학교에서 인정한 두 개 학년의 성적이 있는 경우 저학년 40%, 고학년 60% 반영

국내 고등학교에서 인정한 한 개 학년의 성적이 있는 경우 100%반영

    ※ 외국에서 학기제가 아닌 쿼터제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두 개의 쿼터를 한 학기로 간주

         ③ 비교과성적은 국내 고등학교 출결내용만 반영

        나) 외국 고등학교에서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① 교과성적 반영방법

           - 석차백분율이 있을 경우 :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 산출방법에 의하여 석차백분율 및 

석차등급표에 의거 석차등급을 산출

           - 석차백분율 및 석차가 없을 경우 : 평어적용

         ② 비교과성적 반영방법

           - 비교과성적이 있는 경우 : 비교과성적을 산출하여 반영

           - 비교과성적이 없는 경우 : 교과성적으로 학생부 점수를 산출

      

  5. 비교과성적 반영방법

    가. 비교과성적은 학년에 구분 없이 전 학년의 출결사항만 반영합니다.

       (단,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출결사항만 반영)

    나. 질병으로 인한 결석(기타결석 포함), 지각, 조퇴는 결석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질병 이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합산하여 3회를 1일 결석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소수점이하 절사)

      ※ 비교과성적 등급표

등급 결석일수

반영점수

체육특기자전형,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경기입상실적우수자전형
실기우수자전형

농어촌지역학생전형
교과성적우수자전형

1 0 - 2 20 80 70 60 200

2 3 - 6 19 79 69 59 197.5

3 7 - 15 18 78 68 58 195

4 16 - 30 17 77 67 57 192.5

5 31일 이상 16 76 66 56 190

 

  6. 기타 성적처리에 관한 사항 등

    가. 성적 계산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시합니다.

   나. 수시전형 중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는 3학년 1학기 성적까지만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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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합격자 선발 방법(사정기준)[공통]

    1. 학교생활기록부 성적ㆍ입상(대회)실적 성적ㆍ면접고사 성적ㆍ실기고사 성적을 합산하여 상위 성적순

       으로 선발합니다.

    2. 지원자격 미달자와 첨부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사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동점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선발하되, 동 기준 적용 후에도 발생하는 동점자는 모두 선발합니다.

       가. 경기입상실적 성적 우수자(교과성적우수자 제외)

       나. 학교생활기록부 본 대학 반영방법에 의한 산출 점수 우위자

       다. 학교생활기록부 본 대학 반영방법에 의한 학년별 석차등급이 우수한 자

           (3학년 → 2학년 → 1학년 우수자 순)

      ※ 단, 교과성적우수자전형 중 사회체육학과의 경우 2단계에서 동점자 발생 시 실기고사 산출점수 우위자를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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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입학원서 접수 및 전형료[공통]
  1. 전형료

구 분

실기고사 미실시전형 실기고사 실시전형

특수교육대상자 비 고체육특기자(개인종목)
경기입상실적우수자

체육특기자(단체종목)
실기우수자

교과성적우수자
농어촌지역학생

전형료 40,000원 55,000 5,000원
※ 인터넷 이용수수료 

   5,000원은 본교 부담

  ※ 체육특기자 단체종목은 하키, 핸드볼, 수구 종목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는 전형료 감면(30,000 → 5,000원)

  2. 입학원서 접수시(인터넷) 준비사항
    가. 접속 가능한 PC : 인터넷 브라우저가 설치된 PC

    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한글, 한자), 출신학교 고유번호, 학생부, 전화번호, 휴대폰 등

    다. 결제가 가능한 본인 또는 원서상의 보호자명의 통장(신용카드도 가능)

    라. 접수(수험)증 등 출력 가능한 프린터

  

  3. 입학원서 작성방법

입학원서 작성(입력)란 작성(입력)방법

수험번호 ◦ 인터넷 접수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입력할 필요 없음

전형구분
◦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전형유형에 체크-클릭(○)
1. 체육특기자( ) 2. 경기입상실적우수자( ) 3. 실기우수자( )
4. 교과성적우수자( ) 5. 특수교육대상자( ) 6. 농어촌지역학생(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지원자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출신고교 및 출신고교
고유번호

◦ 출신 고등학교명 및 출신고교 고유번호 작성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출신고교의 코드(NEIS) 10자리

고교 전화번호 ◦ 진학실 또는 3학년 교무실 전화번호

학생부 온라인 제공 
동의 여부

◦ 해당란에 체크(비동의자는 학생부 사본을 필히 제출해야 함)

◦ 2015년 ~ 2022년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는 학생부 온라인
  제공여부 란에 체크-클릭(○)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제공 동의여부

◦ 해당란에 체크(비동의자는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서를 필히 제출해야 함)

◦ 2015년 1회차 ~ 2022년 2회차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성적)증명서 온라인 
제공여부란에 체크-클릭(○)

수능성적 온라인제공 
동의 여부

◦ 본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수능 성적자료의 온라인 제공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

주소 및 연락처, 추가
연락처

◦ 주민등록지상의 우편번호 및 주소를 입력

◦ 연락이 두절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실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포함)를 지역번호부터 차례로 정확히 기재

환불 반환계좌 작성 ◦ 전형료 반환사유 발생 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반드시 기재

전형료 결제 ◦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에 따른 전형료 결제방법에 따라 정확 결제

접수(수험)증 및 
봉투라벨(주소) 출력

◦ 서류제출 대상자는 제출서류 발송용 봉투 라벨(주소 및 동봉서류내역)을
  출력하여 출력양식에 동봉한 서류를 표기하여 등기우편으로 인터넷 접수
  후 즉시 송부

  4. 접수자 명단 확인

   가. 확인기간 : 2022. 9. 13.(화) 09:00 ~ 9. 16.(금) 16:00

   나. 확인방법 : 한국체육대학교 입시홈페이지 〓>‘원서접수 확인’을 클릭하여 확인

   다. 유의사항 : 입학원서 접수 시 접수를 완료하고 접수(수험)증을 출력 하였다 하더라도 입학원서 

지원자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체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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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첨부서류 제출[공통]

  1. 공통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학생부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제외)

     (학생부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온라인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

    ◦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증명서 1부 : 검정고시 출신자만 해당(온라인제공 동의자는 제외)

  2. 전형별 추가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이어야 합니다.

전형별 대상학과 제출서류 발행인 비고

체육

특기자
체육학과

◦ 경기실적증명서 (필수)

 ※ 원본검증번호 표기된 증명서

◦ 대한체육회 인터넷경기실

적발급시스템

 - 중앙경기단체장

※ 국가대표

 (후보)선수

 증명서는

 대한체육회장  

 발행만

 인정함.

◦ 국가대표 선수확인서

◦ 국가대표 후보선수 확인서

 ※ 원본검증번호 표기된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대한체육회 인터넷경기실

적발급시스템

 - 대한체육회장

◦ (골프) 국가상비군증명서
◦ 중앙경기단체장

◦ (썰매) 대회결과확인서

◦ 중앙경기단체에서 선발전을 거쳐 

파견한 국제대회로서 15개국 이상

이 참가한 국제대회입상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중앙경기단체장

◦ 수구, 하키, 핸드볼 지원자 

입상대회 포지션(F.P, G.K)관련서류 (필수)

 ※ 중앙경기단체 서식

◦ 중앙경기단체장

 - 종목별 발급 가능한 형

태로 발급

◦ 병역증명서(2001.12.31.이전 

  출생자만 해당)
◦ 병무청장

◦ 결핵검사서(X-ray) (필수)
◦ 전국 보건소 및 병·의

원장(22. 8. 16. 이후 발급)

경기

입상

실적

우수자

경기지도학과

태권도학과

(공인품새,자유품새)

◦ 경기실적증명서 (필수)

 ※ 원본검증번호 표기된 증명서

◦ 대한체육회 인터넷경기실

적발급시스템

 - 중앙경기단체장

◦ 국가대표 선수확인서

◦ 국가대표 후보선수 확인서

 ※ 원본검증번호 표기된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대한체육회 인터넷경기실

적발급시스템

 - 대한체육회장

※ 태권도학과는 대한체육

회장 또는 중앙경기단

체장

◦ 국가상비군 증명서 ◦ 중앙경기단체장

◦ 상장사본(추가제출) (필수)

  : 댄스스포츠 종목 지원자
◦ 해당기관(경기)단체장

공연예술학과

 태권도학과(시범)

◦ 입상실적증명서 (필수)

  (한국체대 주최 경연대회는 제외)

◦ 상장 사본 (필수)

  (입상실적증명서와 별도로 지원자 

전원 제출)

◦ 해당기관(경기)단체장

한국체대 

입상자도 

대회상장은 

제출필수

(미제출 시 

사정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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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대상학과 제출서류 발행인 비고

특수

교육

대상자

특수체육교육과

◦ 장애인 증명서 1부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1부. 

◦ 경기실적증명서 1부.

  ※ 원본검증번호 표기된 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또는 

국가보훈(지)청

◦ 해당기관(경기)단체장

※제출서류는 

서류제출일

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농어촌 

지역 

학생

공연예술학과

◦ 농어촌지역학생전형 추천서 1부 ◦ 출신 고등학교

◦ 주민등록등본(지원자) 1부

◦ 정부24, 주민센터
◦ 주민등록초본(지원자, 부모) 1부

  ※ 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1부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필요없음
◦ 출신 고등학교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학교장직인 및 원본대조필 날인
◦ 출신 중학교

◦ 부·모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서, 재직증명서 각 1부

  ※ 부·모 각각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인 직장

◦ 무용전공 또는 입상실적 자격 확

인서류(모든 지원자 필수)

 - 무용전공 증명서류 또는

 - 협회, 시·도대회, 대학 주최 

경연대회 입상실적 서류

◦ 출신 고등학교

◦ 입상실적 발급기관

◦ 기본증명서(지원자-상세본), 혼

인관계증명서(부모-상세본), 양

육판결문(기본증명서에 양육권 

내용이 없는 경우)

  ※ (해당자만) 부모가 사망·이혼

했거나 입양 등 특이자의 경우

◦ 정부24, 주민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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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장학제도, 기숙사 안내 및 2022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 등[공통]

  ◉ 교내장학금

장학금의 종류 지 급 기 준 지 급 내 역

등

록

금

감

면

스포츠과학대학
 매년 장학위원회에서 등록금 감면 비율 결정

 (2022학년도 스포츠과학대학(체육학과) 64% 이내, 

생활체육대학 13% 이내)

전액(등록금)면제생활체육대학

스포츠문화예술대학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30% 이상 감면

국가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로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증명서 제출자(보훈청 발행)

전액(등록금)면제

북한이탈주민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제출자(시·군·구청 발행)

교내장학금

 - 경기력우수자

 - 성적우수자

 - 교내 ․ 외 활동공로자

 - 봉사활동공로자

 - 외국어 우수자

 - 장애극복, 형제·자매 장학금 

 - 재해장학금 등

학기당 선발자 일정금액 

지급

 학교발전기금  - 과(전공)활동 공로자, 학과장 추천자 등

 
 ◉ 교외장학금

장학금의 종류 지 급 기 준 지 급 내 역

한국장학재단

 - 국가장학금Ⅰ유형 : 소득분위 0~8분위, 80점 이상

 - 국가장학금Ⅱ유형 : 소득분위 0~8분위, 70점 이상

 -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0~8분위이하,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

   (연령무관, 미혼에 한함)

 - 국가근로장학금 : 저소득층 우선 선발, 최소 성적

기준 충족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

- 국가근로장학금 시급

(2022년도 기준)

 . 교내 : 9,160원

 . 교외 : 11,150원

기타 장학금

 - 경기력우수자(각 시·도 체육회)

 - 향토장학금(각 시·도 자치단체)

 - 서울장학재단

 - 민간 장학재단

각 재단에서 정함 

  

  ◉ 기숙사 안내

    ◦ 규    모 : 남자 기숙사 618명, 여자 기숙사 322명 수용 가능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방이동) 한국체육대학교 

    ◦ 입주자격 : 체육학과(체육특기자)만 입사 가능

                 ※ 기숙사비 무료, 단 경기실적 등에 따라 기숙사 퇴사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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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

2022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현황(최종)

전체 경쟁률 현황

구분 총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총계 280 1,811 6.47 : 1

전형별 경쟁률 현황

전형명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체육특기자 132 246 1.86 : 1

경기입상실적우수자 59 229 3.88 : 1

실기우수자 25 788 31.52:1

교과성적우수자 61 538 8.82 : 1

특수교육대상자 3 10 3.33 : 1

총계 280 1,811 6.47 : 1

체육특기자 경쟁률 현황

전형 종목 성별 세부종목 체급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체육특기자

골프 남자 아마추어 　 1 5 5.00 : 1

골프 여자 아마추어 　 3 4 1.33 : 1

근대5종 남자 근대4종 　 2 6 3.00 : 1

근대5종 여자 근대3종 　 1 2 2.00 : 1

근대5종 여자 근대4종 　 1 2 2.00 : 1

레슬링 남자 자유형 61kg 1 1 1.00 : 1

레슬링 남자 자유형 74kg 1 1 1.00 : 1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형 60kg 1 1 1.00 : 1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형 63kg 1 1 1.00 : 1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형 87kg 1 1 1.00 : 1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형 97kg 1 1 1.00 : 1

레슬링 여자 자유형 50kg 1 1 1.00 : 1

배드민턴 남자 　 　 2 7 3.50 : 1

배드민턴 여자 　 　 3 7 2.33 : 1

복싱 남자 복싱 -52Kg 1 1 1.00 : 1

복싱 남자 복싱 -56Kg 1 1 1.00 : 1

복싱 남자 복싱 -60Kg 1 1 1.00 : 1

복싱 남자 복싱 -64Kg 1 2 2.00 : 1

복싱 남자 복싱 -69Kg 1 1 1.00 : 1

복싱 남자 복싱 -75Kg 1 1 1.00 : 1

볼링 남자 　 　 1 3 3.00 : 1

볼링 여자 　 　 2 3 1.50 : 1

빙상 남자 스피드 　 1 6 6.00 : 1

빙상 남자 쇼트트랙 　 1 5 5.00 : 1

빙상 여자 스피드 　 2 7 3.50 : 1

빙상 여자 쇼트트랙 　 2 5 2.50 : 1

사격 남자 10M공기권총 　 1 1 1.00 : 1

사격 남자 10M공기소총 　 1 2 2.00 : 1

사격 남자 50M소총3자세 　 1 1 1.00 : 1

사격 여자 10M공기권총 　 1 1 1.0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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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여자 10M공기소총 　 1 1 1.00 : 1

사격 여자 25M권총 　 1 1 1.00 : 1

사이클 남자 트랙(개인추발) 　 2 5 2.50 : 1

사이클 남자 트랙(경륜경기) 　 1 3 3.00 : 1

사이클 남자 트랙(스프린트) 　 1 2 2.00 : 1

수영 남자 경영(배영) 　 1 2 2.00 : 1

수영 남자 경영(자유형) 　 1 4 4:00 : 1

수영 남자 경영(접영) 　 1 2 2.00 : 1

수영 남자 수구(F.P.) 　 1 7 7.00 : 1

수영 남자 수구(G.K.) 　 1 2 2.00 : 1

스키 남자 알파인 　 1 3 3.00 : 1

스키 남자 크로스컨트리 　 1 2 2.00 : 1

스키 여자 알파인 　 1 2 2.00 : 1

스키 여자 크로스컨트리 　 1 1 1.00 : 1

썰매 남자 봅슬레이 　 1 2 2.00 : 1

썰매 남자 스켈레톤 　 1 3 3.00 : 1

썰매 여자 봅슬레이 　 1 2 2.00 : 1

썰매 여자 스켈레톤 　 1 1 1.00 : 1

양궁 남자 리커브 　 2 2 1.00 : 1

양궁 여자 리커브 　 3 3 1.00 : 1

역도 남자 역도 102kg 1 1 1.00 : 1

역도 남자 역도 109kg 1 0 0.00 : 1

역도 남자 역도 81kg 1 1 1.00 : 1

역도 여자 역도 +87kg 1 1 1.00 : 1

역도 여자 역도 76kg 2 2 1.00 : 1

유도 남자 유도 +100kg 1 2 2.00 : 1

유도 남자 유도 -100kg 1 1 1.00 : 1

유도 남자 유도 -73kg 1 1 1.00 : 1

유도 남자 유도 -81kg 1 1 1.00 : 1

유도 남자 유도 -90kg 1 1 1.00 : 1

유도 여자 유도 -57kg 1 1 1.00 : 1

유도 여자 유도 -70kg 1 1 1.00 : 1

육상
(단거리)

남자 100m 　 3 5 1.66 : 1

육상
(단거리)

남자 400m 　 2 5 2.50 : 1

육상
(도약)

남자 멀리뛰기 　 1 3 3.00 : 1

육상
(도약)

여자 7종경기 　 1 1 1.00 : 1

육상
(중장거리)

남자 해당없음 　 3 7 2.33 : 1

육상
(투척)

남자 원반 　 1 2 2.00 : 1

조정 남자 싱글스컬(1X) 　 1 1 1.00 : 1

조정 남자 쿼드러플스컬(4X) 　 3 4 1.33 : 1

체조 남자
체조

(단체,개인,종목별)
　 4 7 1.7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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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 여자
체조

(단체,개인,종목별)
　 2 3 1.50 : 1

체조 여자
리듬체조

(단체,개인)
　 1 3 3.00 : 1

카누 남자 스프린트MK-1 　 2 4 2.00 : 1

카누 남자 스프린트MC-1 　 2 4 2.00 : 1

태권도 남자 태권도 핀 1 1 1.00 : 1

태권도 남자 태권도 밴텀 1 2 2.00 : 1

태권도 남자 태권도 헤비 1 1 1.00 : 1

태권도 남자 태권도 L-헤비 1 1 1.00 : 1

태권도 여자 태권도 플라이 1 1 1.00 : 1

태권도 여자 태권도 페더 1 1 1.00 : 1

태권도 여자 태권도 L-미들 1 1 1.00 : 1

테니스 남자 테니스 　 1 1 1.00 : 1

테니스 남자 소프트테니스(전위) 　 1 2 2.00 : 1

테니스 남자 소프트테니스(후위) 　 1 2 2.00 : 1

펜싱 남자 플러레 　 1 1 1.00 : 1

펜싱 남자 에뻬 　 1 2 2.00 : 1

펜싱 남자 사브르 　 1 1 1.00 : 1

펜싱 여자 플러레 　 1 2 2.00 : 1

펜싱 여자 에뻬 　 1 3 3.00 : 1

펜싱 여자 사브르 　 1 1 1.00 : 1

하키 남자 FW(공격) 　 1 4 4.00 : 1

하키 남자 MF(미드필드) 　 1 3 3.00 : 1

하키 여자 FW(공격) 　 1 3 3.00 : 1

하키 여자 MF(미드필드) 　 2 3 1.50 : 1

핸드볼 남자 F.P 　 4 9 2.25 : 1

핸드볼 남자 G.K 　 1 1 1.00 : 1

핸드볼 여자 F.P 　 4 7 1.75 : 1

총계 128 239 1.86 : 1

경기입상실적우수자 경쟁률 현황

전형 모집단위 모집종목 세부종목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경기입상실적우수자

경기지도학과 검도 　 1 8 8.00 : 1

경기지도학과 당구 2 4 2.00 : 1

경기지도학과 댄스스포츠 2 4 2.00 : 1

경기지도학과 롤러스케이트 2 3 1.50 : 1

경기지도학과 보디빌딩 　 2 24 12.00 : 1

경기지도학과 스케이트보딩 　 1 2 2.00 : 1

경기지도학과 스쿼시 　 2 4 2.00 : 1

경기지도학과 스포츠클라이밍 　 2 11 5.50 : 1

경기지도학과 승마 2 7 3.50 : 1

경기지도학과 요트 2 11 5.50 : 1

경기지도학과 우슈 　 2 10 5.00 : 1

경기지도학과 치어리딩 　 2 11 5.50 : 1

경기지도학과 탁구 　 2 5 2.50 : 1

사회체육학과 요트 윈드서핑 1 4 4.0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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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학과 댄스스포츠 라틴 1 1 1.00 : 1

스포츠산업학과 댄스스포츠 모던 1 0 0.00 : 1

스포츠산업학과 롤러스케이트 스피드 1 3 3.00 : 1

스포츠산업학과 수상스키 　 1 2 2.00 : 1

스포츠산업학과 스쿼시 　 1 5 5.00 : 1

스포츠산업학과 에어로빅 　 1 4 4.00 : 1

노인체육복지학과 탁구 　 1 4 4.00 : 1

공연예술학과 　 한국무용 4 9 2.25 : 1

공연예술학과 　 현대무용 4 7 1.75 : 1

공연예술학과 　 발레 4 6 1.50 : 1

태권도학과 태권도 공인품새 6 45 7.50 : 1

태권도학과 태권도 자유품새 4 11 2.75 : 1

태권도학과 태권도 시범 5 24 4.80 : 1

총계 59 229 3.88 : 1

교과성적우수자 경쟁률 현황

전형 모집단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교과성적우수자

사회체육학과 4 60 15.00:1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11 118 10.73:1

특수체육교육과 19 105 5.53:1

스포츠산업학과 10 118 11.80:1

운동건강관리학과 10 67 6.70:1

노인체육복지학과 7 70 10.00:1

총계 54 468 8.82:1

실기우수자 경쟁률 현황

전형 모집단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실기우수자

공연예술학과 발레 4 31 7.75 : 1

공연예술학과 실용무용 6 272 45.33:1

공연예술학과 한국무용 4 37 9.25 : 1

공연예술학과 현대무용 4 74 18.50:1

태권도학과 7 374 53.42:1

총계 18 414 31.52:1

특수교육대상자 경쟁률 현황

전형 모집단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특수교육대상자 특수체육교육과 3 10 3.33 : 1

총계 3 10 3.3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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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학년도 수시모집 최종 등록자 학생부 등급 현황

※ 자세한 내용은 본교 대학 입시 홈페이지 수시모집-자료실 참고

학과 전형 인원 최고 최저 평균

체육학과 체육특기자전형 129 2.55 8.11 5.92

특수체육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전형 3 3.99 7.55 5.7

공연예술학과
실기우수자전형

15 2.71 8.26 5.69

태권도학과 7 3.23 7.15 5.58

사회체육학과

경기입상실적우수자전형

1 4.89 4.89 4.89

스포츠산업학과 5 2.47 7.5 4.69

공연예술학과 10 4.14 7.57 5.64

태권도학과 15 3.14 7.78 5.89

경기지도학과 21 2.69 7.53 5.43

노인체육복지학과 1 7.99 7.99 7.99

사회체육학과

교과성적우수자전형

4 3.47 4.18 3.73

스포츠산업학과 10 2.3 3.42 3.02

노인체육복지학과 5 2.67 3.51 3.17

운동건강관리학과 8 1.29 3.03 2.31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11 2.4 3.23 2.94

특수체육교육과 17 1.72 2.59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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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학년도 수시모집 최종 등록자 취득 점수 현황

※ 자세한 내용은 본교 대학 입시 홈페이지 수시모집-자료실 참고

학과명 전형

학생부 입상실적 실기고사 면접고사 사정총점

등록자 

최고점

등록자 

최저점

등록자 

평균

후보자

최고점

등록자 

최고점

등록자 

최저점

등록자 

평균

후보자

최고점

등록자 

최고점

등록자 

최저점

등록자 

평균

후보자

최고점

등록자 

최고점

등록자 

최저점

등록자 

평균

후보자

최고점

등록자 

최고점

등록자 

최저점

등록자 

평균

후보자

최고점

체육학과 체육특기자 94.77 74.13 82.99 95.75 890 400 689.07 880 0 0 0 0 0 0 0 0 982.44 482.21 772.06 959.14

특수체육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84.05 66.25 75.83 76.7 420 350 373.33 0 0 0 0 0 182 172 176 188 679.2 590.25 625.17 264.5

공연예술학과
실기우수자

294.66 277.31 285.15 298.76 0 0 0 0 686 560 621.69 604.33 0 0 0 0 963.53 843.03 906.84 895.67

태권도학과 294.7 284.39 288.26 299.38 0 0 0 0 565.34 521.67 536.38 518 0 0 0 0 849.73 808.96 824.65 807.6

경기지도학과

경기입상실적

우수자

387.04 376.57 381.78 388.62 600 320 443.33 600 0 0 0 0 0 0 0 0 987.04 697.96 825.11 982.69

공연예술학과 345.68 340.97 343.62 346.08 650 510 573 440 0 0 0 0 0 0 0 0 993.73 853.28 916.62 782.84

노인체육복지학과 334.77 334.77 334.77 339.8 300 300 300 230 0 0 0 0 0 0 0 0 634.77 634.77 634.77 569.8

사회체육학과 343.19 343.19 343.19 340.24 510 510 510 510 0 0 0 0 0 0 0 0 853.19 853.19 853.19 850.24

스포츠산업학과 347.43 338.63 343.15 344.89 580 370 482 580 0 0 0 0 0 0 0 0 927.43 708.63 825.15 924.89

태권도학과 345.26 334.14 340.58 348.16 580 370 472.67 510 358.86 287.62 335.49 335.23 0 0 0 0 895.79 758.78 823.44 783.51

노인체육복지학과

교과성적

우수자

999.28 987.45 991.62 993.85 0 0 0 0 182.46 156.14 170.68 185.96 0 0 0 0 967.19 936.67 944.96 936.14

사회체육학과 987.65 984.1 986.35 987.05 0 0 0 0 347.37 305.26 324.56 284.21 0 0 0 0 907.37 863.33 877.06 834.21

스포츠산업학과 993.5 987.9 989.93 990.7 0 0 0 0 286.84 255.26 272.11 268.42 0 0 0 0 966.32 921.05 943.11 918.42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993 988.85 990.32 992.05 0 0 0 0 192.98 170.18 182.14 173.68 0 0 0 0 970.7 940.7 953.96 936.14

운동건강관리학과 1,000 989.85 994.34 996.1 0 0 0 0 284.21 228.95 260.79 265.79 0 0 0 0 956.32 910 927.79 907.89

특수체육교육과 1,000 992.05 993.82 993 0 0 0 0 276.32 213.16 245.18 213.16 96 72 87.56 86 934.05 846.74 890.51 8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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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1

접수일시(월-일-시-분-초)

2023학년도 수시모집 한국체육대학교 입학원서

수험번호 -
전형

구분

체육특기자( ), 경기입상실적우수자( ), 실기우수자( ), 교과성적우수자( ), 

농어촌지역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구분 :   장애정도 : 

    

 [사  진]3×4cm

지

원

자

성    명  (한글)            (한문)             (영문)

주민등록번호 ―

출신고교        년   월    일           고등학교 졸업(예정)
출신고교

고유번호

검정고시        년   월    일           지구 합격
합격지구

코드번호

학생부 온라인

제공 동의여부
 ▪ 동의함(    )     ▪ 동의안함(    )     ▪ 비대상교(    )

검정고시자료온라

인제공동의여부
 ▪ 동의함(    )     ▪ 동의안함(    )     ▪ 비대상(    )

고교 전화번호  3학년 교무실 (     )          -             

지

원

사

항

지원학과

. 체육특기자(   )

. 경기입상실적

  우수자(   )

. 실기우수자(   )

종  목 세부종목 체  급

공연예술학과 전  공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편번호 (    -    )

본인연락처

(휴대폰)

자택

전화번호

이 메 일

추가 연락처  (☎)                                   (☏)

반환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본인은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22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또는 서명)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

전형료 납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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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접수일시(월.일.시.분.초) :

수    험    표 입학원서(부본)

2023학년도 수시모집 2023학년도 수시모집

수험번호 - 수험번호

성   명 성   명

지원전형 지원전형

지원학과 지원학과

▪ 체육특기자

   (   )

▪ 경기입상

  실적우수자

   (   )

▪ 실기우수자

   (   )

종   목 

사   진

3×4cm

  

세부종목 체  급

▪ 교과성적

우수자

   (   )

지원학과  

사   진

3×4cm

 한국체육대학교

접수확인

 한국체육대학교

접수확인

  ※ 실기고사 또는 면접고사 시 신분증과 함께 

     반드시 지참바람.(본인 직접 출력)
  ※ 본교 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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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2

2023학년도 체육특기자 비기록경기 종목별 인정대회 및 대회비중도

    구분

            

등급  종목 

급간의 대회비중
비고

A B C

레슬링
 1. 회장기전국레슬링대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레슬링선수권대회

 1. 양정모올림픽제패기념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2. 전국체육대회

 1.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레슬링대회

 2. 전국레슬링종합선수권대회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대회

 4. 국가대표 선발대회

 5. 주니어 국가대표 선발대회

배드민턴

 1. 2022 전국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구 전국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2. 2022 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전국종별배드민턴

대회

   (구 전국봄철종별배드민턴 리그전대회) 

 1. 전국학교대항배드민턴선수권대회

 2. 전국체육대회

 3. 2022 높을고창배 전국연맹종별배드민턴선수

권대회(중고)

   (구 전국가을철종별선수권대회)

 1. 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 회장기 전국학생선수

권대회

    (구 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대회)

복  싱
 1.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복싱대회

 2. 전국종별 복싱 선수권대회(중․고․대)

 1. 전국체육대회

 

 1. 전국복싱우승권대회

 2. 대통령배 전국 시도복싱대회

 3. 전국선수권대회

 4. 회장배전국복싱대회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빙  상
 1. 전국남녀 종합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

대회 겸 2022/23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2차 

선발전

 1. 전국남녀 종별 종합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

이팅 선수권대회

(구 전국남녀 학생종별 종합 쇼트트랙 스

피드 스케이팅 선수권대회)

 1. 전국남녀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대회

 2. 회장배 전국남녀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대회

 3. 전국 동계체육대회

(구 동계전국체육대회)

사격(개인전)

 1. 회장기 전국사격대회

 2. 대통령경호처장기 전국사격대회

 3.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

 4. 대구시장배 전국사격대회

 5.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6. 창원시장배 전국사격대회

 7.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

 1. 전국체육대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사격대회

 3. 회장기 전국중고등학생사격대회

 1. 충무기 전국중고등학생사격대회

 2.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3. 전남도지사배 전국사격대회

 4. 동해무릉배 전국사격대회

사이클
 1. 전국체육대회

 2.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

 3.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사이클대회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학생사이클대회

 1. 음성배 전국사이클대회

 2. 인천광역시장배 전국사이클대회 

 3. KBS 양양 전국선수권대회

 4.  8.15 경축 양양국제사이클대회 겸 전국사이클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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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등급  종목 

급간의 대회비중
비고

A B C

수영(수구)

 1. 전국체육대회

 2. 수구 국가대표, 국가대표 후보선수 평가대회 겸 

종별 수구 선수권대회

 3. 동아수영대회

 1.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 

 2. MBC배 전국수영대회

 1. 김천배 전국수영대회

 2. 한라배 전국수영대회

 3. 회장배 전국수영대회

 4. 광주 수영선수권대회

양    궁

 1. 전국체육대회

 2. 전국 남여 양궁 종합선수권대회

 3. 대통령기 전국 남여 양궁대회

 4. 화랑기 전국시도대항 양궁대회

 1. 한국 중고양궁연맹 회장기 전국남여 중고등

양궁대회

  = 한국 중고연맹 회장기 전국남여 양궁대회

 2. 전국 남여 양궁종별 선수권대회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시도대항 전국남여 

중고등학교양궁대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시도대항 양궁대회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대회)

유    도

 1. 춘계 전국남녀 중·고 유도연맹전

 2. 하계 전국남녀 중·고 유도연맹전

 3. YMCA 전국유도대회 

 4. 용인대총장기 전국남녀고등학교유도대회

   = 용인대총장기전국남녀중고등학교유도대회

 5. 전국 청소년 유도선수권대회

 1. 전국체육대회

 2. 제주컵유도대회

   (구 탐라기 전국유도대회)

 3 청풍기 전국유도대회

   (구 청룡기 전국유도대회) 

 4. 순천만 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

   (구 여명컵전국유도대회)

 5. 양구평화컵 전국유도대회

 1. 전국남녀 체급별 유도선수권

 2.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구 대통령배 전국유도대회)

 3. 문화체육관광부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4. 추계 전국남녀 중고 유도연맹전

 5. 양평컵 전국유도대회

체조(기계)
 1. 전국체육대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시도대항 체조대회

 1. 전국 종별 체조선수권대회

 2. KBS배 전국체조대회

 1. 회장기 전국 중·고 체조대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체조(리듬)  1. 전국체육대회
 1. 회장배 전국리듬체조대회

 2. KBS배 전국리듬체조대회
 1. 회장배 전국중·고 리듬체조대회

태 권 도

 1. 국방부장관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 국방부대회

 2. 전국남,녀 우수선수선발 태권도대회

  = 전국 남,녀 우수선수권대회

 3.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4. 협회장기 전국남,녀 단체대항 대회

 1. 전국체육대회

 2. 경희대총장기 전국남,녀 고등학교 태권도대회

 3. 용인대총장기 전국남,녀 고교 태권도대회

 4. 한국 중,고연맹회장기 태권도대회

 1. 전국종별 태권도선수권대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 중고 태권도대회

 3. 3.15기념 전국태권도대회

 4. 광주 5.18 민주화운동기념 시장기 전국남,녀고

교 태권도대회

   = 5.18 광주기념 전국 남녀 중고교대회

(구 광주 5.18 민중항쟁추모기념 시장기 전국 남,

녀 고교 태권도대회)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6.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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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등급  종목 

급간의 대회비중
비고

A B C

펜    싱

 1. 김창환배 전국남,녀 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

선수선발대회

 2. 대통령배 전국남,녀 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

선수선발대회

 3. 전국 남,녀종목별 오픈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

선수선발대회

 4. 국가대표선발대회

 1. 전국체육대회

 2. 회장배 전국남,녀 종별 펜싱선수권대회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남,녀 중,고  

펜싱선수권대회

 4. 전국남,녀종별 펜싱선수권대회

 5. 한국 중,고펜싱연맹회장배 전국 남,녀

중,고 펜싱선수권대회

 1.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체육고등학교 체육

대회

근대 5종

 1. 전국체육대회  1. 회장배 전국근대5종 경기대회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근대5종경기대회

 3. 전국근대5종 선수권대회

 4. 한국학생연맹회장배 전국근대5종경기대회

 1.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조    정
 1. 전국체육대회

 2. 전국 조정선수권대회

 1. 대통령기 시,도대항 조정대회

= 대통령기 조정대회

 2. 화천평화배 전국조정대회

 3. K-water 사장배 물사랑 조정대회

= K-water 사장배 조정대회

 1. 충주 탄금호배 전국조정대회

 2. 장보고기 전국조정대회

카    누
 1. 전국체육대회

 2. 전국 카누선수권 대회

 1. 파로호배 전국카누경기대회

 2. 백마강배 전국카누경기대회

 1.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카누 경기대회

 2. 회장배 전국 카누경기대회

테 니 스
 1. 전국학생 테니스선수권대회

 2. 전국종별 테니스대회

 3. 전국주니어 테니스 선수권대회

 1. 전국체육대회

 2. 회장기 전국남여 중고등학교 테니스대회

 3. 소강배 전국남여 중고등학교 테니스대회

 4. 바볼랏 전국남여 중고등학교테니스대회

  (구 낫소기 전국남여 중고등학교 테니스대회)

 1. 대통령기 전국남녀중고등학교 테니스대회

 2. 회장배 전국여자 테니스대회

 3. 무궁화컵 전국여자 테니스대회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중고등학교 테

니스대회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1. 동아일보기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

 2. 회장기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

 1. 대통령기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

 2. 전국체육대회

 1. 장원배 전국중고교 소프트테니스대회

 2. 한국중고 소프트테니스연맹회장기 전국소프

트테니스대회

 3. 전국남녀중고교 소프트테니스 추계연맹전

 4. 전국 소프트테니스 종별 선수권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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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등급  종목 

급간의 대회비중
비고

A B C

하  키(남)
 1. 전국춘계남여하키대회

  (구 KBS전국춘계남여하키대회)

 1. 전국체육대회

 2. 전국종별하키선수권대회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중.고 하키대회

 1. 대통령기 전국 하키대회

 2. 협회장기 전국 남여 하키대회

하  키(여)
 1. 전국춘계남여하키대회

  (구 KBS전국춘계남여하키대회) 

 1. 전국체육대회

 2. 전국종별하키선수권대회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중.고 하키대회

 1. 대통령기 전국 하키대회

 2. 협회장기 전국 남녀 하키대회  

핸  드  볼
 1. 전국체육대회(고등부)

 2. 전국종별선수권대회

 1. 협회장배 전국중고선수권대회

 2. 태백산기 전국종합대회
 1. 핸드볼코리아 전국 중고선수권대회

골프

 1. GS칼텍스 매경오픈골프선수권대회

 2. 빛고을중흥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3. DB그룹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구 기아자동차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4. 강민구배 한국여자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

 5. 매경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구 매경솔라고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6. 송암배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

 7. 허정구배 한국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

 8. 코오롱 한국오픈골프선수권대회

 9. 전국체육대회 골프부경기

 

 1. KB금융그룹배 여자아마추어골프 선수권대회

 2. 베어크리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3. 드림파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3. 박카스배 SBSGOLF 전국시도학생 골프팀선수권대회 

 4. 한국C&T배 전국중·고등학생골프대회

 5. 경상남도지사배 전국 중·고등학생골프대회

 6.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

 7. 스포츠조선배 전국중·고등학생 골프대회

 8. 건국대총장배 전국 중·고등학생골프대회 

 9. 올포유-그린배 전국중·고등학생골프대회

 (구 그린배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

 10. KJGA회장배 전국 중·고등학생골프대회

 11. 블루원배 한국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

 12. YG Cup 전국 중·고등학생골프대회

 13.. 르꼬끄배 전국중·고등학생 골프대회

 14. 르까프배 전국중·고등학생 골프대회

 15. 대한골프협회장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볼    링

 1. 대통령기 전국볼링대회

 2.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 학생볼링대회

 3.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볼링대회

 5.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종별 볼링선수권대회

 1. 전국체육대회

 2. 대한체육회장기 전국단체대항볼링대회
 1. 대구광역시장기 전국볼링대회

 2. KBS 전국 우수고교 볼링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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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종목별 단체(협회, 연맹 등) 및 대회 일정변경 등 사정에 따라 대회명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대회명칭과 관련된 이

견 발생 시 우선 해당 종목별 단체에 확인하여 결정하고, 해당 종목별 단체 확인에도 이견 발생 시 본교 체육특기자전형소위원회 심의 후 대

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함

※ 대회비중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되기 전의 경기실적 평가는 변경 전의 대회비중도를 적용(기준일 : 2022. 5. 23.)

   단, 사격종목은 기준일 이전 개최된 대회(2022. 1. 1. ~ 5. 22.)는 A급, B급, C급 구분없이 C급 대회로 평가한다.  

    구분

            

등급  종목 

급간의 대회비중
비고

A B C

스    키

 1. 전국 동계체육대회

 2. 전국스키선수권대회

 3. 평창컵 국제스키대회

 4. 대한 스키협회장배 알파인 국제스키대회

 5. FEC 회장배 크로스컨트리 국제스키대회

 1. 전국 학생 스키대회

 2. 회장배 전국 스키대회

 3. 전국 종별 스키선수권 대회 

 4. FEC 알펜시아컵 크로스컨트리 국제스키대회

 5. FIS 알펜시아컵 알파인 국제 스키대회

 1. 전국 학생종별 스키대회

 2. 웰리힐리배 전국 스키대회 

 3. 2021 대림DNI 국제 알파인 스키대회

 4. FEC 베어스타운컵 알파인 스키대회

 5. FEC 용평컵 알파인 스키대회

 6. ENL 지산컵 알파인 국제스키대회

썰    매
 1. 전국 봅슬레이/스켈레톤 스타트 선수권대회

 2. 회장배 봅슬레이/스켈레톤 스타트대회

 3. 대한루지경기연맹회장배 전국 루지스타트 대회

 1. 용인대학교총장배 전국 루지 스타트대회
 1. 서울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회장배 스타트대회

 2. 강원도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회장배 스타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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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 비기록경기 대회비중도 변경사항 안내

종 목  변경 전 내용(2022학년도)   변경(2023학년도) 비 고

레슬링
- 1. 국가대표 선발대회(C), 신규

- 2. 주니어 국가대표 선발대회(C), 신규

배드

민턴

1. 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전국종별배드민턴대회(B)

   (구 전국봄철종별배드민턴 리그전대회)

1 .2022 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전국종별배드민턴대회(A)

   (구 전국봄철종별배드민턴 리그전대회)

2. 높을고창배 전국연맹종별배드민턴 선수권대회(중고)(C)

   (구 전국가을철종별선수권대회)

2. 2022 높을고창배 전국연맹종별배드민턴 선수권대회(중고)(B)

   (구 전국가을철종별선수권대회)

3. 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 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대회(B)

   (구 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대회)

3. 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 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대회(C)

   (구 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대회)

사격

(개인전)

- 1. 회장기 전국사격대회(A), 신규

- 2. 대통령경호처장기 전국사격대회(A), 신규

- 3.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A), 신규

- 4. 대구시장배 전국사격대회(A), 신규

- 5. 봉황기 전국사격대회(A), 신규

- 6. 창원시장배 전국사격대회(A), 신규

- 7.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A), 신규

- 8. 전국체육대회(B), 신규

-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사격대회(B), 신규

- 10. 회장기 전국중고등학생사격대회(B), 신규

- 11. 충무기 전국중고듷학생사격대회(C), 신규

- 12.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C), 신규

- 13. 전남도지사 전국사격대회(C), 신규

- 14. 동해무릉배 전국사격대회(C),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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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변경 전 내용(2022학년도)   변경(2023학년도) 비 고

수영

(수구)
- 1. 광주 수영선수권대회(C), 신규

유도

1. 전국청소년 유도선수권대회(B) 1. 전국청소년 유도선수권대회(A)

2. 양구평화컵 전국유도대회(C) 2. 양구평화컵 전국유도대회(B)

- 3. 양평컵 전국유도대회(C), 신규

펜싱 1. 국가대표선발대회(B) 1. 국가대표선발대회(A)

하키(남)

1. 전국춘계남여하키대회(구 KBS전국춘계남여하키대회)(B) 1. 전국춘계남여하키대회(구 KBS전국춘계남여하키대회)(A)

2. 전국종별하키선수권대회(A) 2. 전국종별하키선수권대회(B)

골프

-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C), 신규

- 2. 대한골프협회장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C), 신규

스키

1. FEC 회장배 크로스컨트리 국제스키대회(B) 1. FEC 회장배 크로스컨트리 국제스키대회(A)

2. FEC 알펜시아컵 크로스컨트리 국제스키대회(C) 2. FEC 알펜시아컵 크로스컨트리 국제스키대회(B)

3. FEC 알펜시아컵 알파인 국제스키대회(C) 3. FEC 알펜시아컵 알파인 국제스키대회(B)

- 4. ENL 지산컵 알파인 국제스키대회(C), 신규

썰매

- 1. 서울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회장배 스타트대회(C), 신규

- 2. 강원도 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회장배 스타트대회(C),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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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3

2023학년도 경기입상실적우수자전형 종목별 인정대회 및 대회비중도

학과 및 종목
인정대회 및 대회비중도

A등급 B등급 C등급

농구

(3*3농구)
1. 전국체육대회 1.전국 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

1.중고농구주말리그 왕중왕전

2.협회장기 전국 남녀중고농구대회

3.연맹회장기 전국 남녀중고농구대회

4.춘계 전국 남녀중고농구연맹전

5.추계 전국 남녀중고농구연맹전

배구 1. 전국체육대회 2.전국 남녀종별배구선수권대회

1.정향누리배 전국남녀중고배구대회

2.대통령배 전국남녀중고배구대회

3.태백산배 전국남녀중고배구대회

4.CBS배 전국남녀중고배구대회

5.춘계전국남녀중고배구연맹전

여자축구 1. 전국체육대회

1.여왕기 전국여자 축구대회

2.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3.추계한국여자축구연맹전

4.춘계한국여자축구연맹전

검도 1.전국체육대회

1.이충무공탄신기념 전국시ㆍ도대항검도대회

2.미르치과기 전국여자 검도선수권대회

3.SBS배 전국검도왕대회

4.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학생검도대회

1.용인대학교 총장기 전국중ㆍ고등학교검도대회

2.춘계 전국중ㆍ고등학교검도대회

3.회장기 전국중ㆍ고등학교검도대회

4.대한검도회장기 전국 중ㆍ고등학교검도대회

5.대구대학교 총장기 전국고등학교검도대회

6.추계 전국중ㆍ고등학교검도대회

당구 1.전국체육대회

1.대한체육회장배 전국당구대회

2.대한당구연맹회장배 전국당구대회

3.전국 종별 학생당구선수권대회

4.부산광역시장배 전국당구대회

5.국토정중앙배 전국당구선수권대회

6.경남고성군수배 전국당구대회

7.천년의빛 영광 전국당구대회

8.태백산배 캐롬3쿠션 전국당구대회

9.철원오대쌀배 캐롬3쿠션 전국당구대회

10.스누커 & 잉글리시빌리아드 그랑프리 

   1차~3차

11.Pool-Tour 1차~3차

1.정향누리배 전국당구대회

2.(가칭) 동해시 전국당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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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및 종목
인정대회 및 대회비중도

A등급 B등급 C등급

댄스스포츠 1. 전국체육대회

1.대한체육회장배 대회

2.회장배 대회

3.춘천월드레저컵 대회 

4.KPDC 대회 (Korea Cup 포함) 

5.크리스탈컵 (경기도) 

6.코리아골드컵 (대전) 

7.에메랄드볼 (부산) 

8.인천광역시장배 (인천) 

9.사파이어컵 (충남) 

10.올코리아컵 (대구) 

11.빛고을배 (광주) 

12.슈퍼코리아컵 (서울) 

13.춘천 프로아마 대회 (강원도)

14.청주시장배 (충북) 

15.충청북도지사배 (충북) 

16.제주국제자유도시배 (제주도) 

17.골든애플컵 (경북) 

18.세종특별자치시장배 (세종시) 

19.울산광역시장배 (울산) 

20.힐링화순 대회 (전남)

21.대구광역시장배 (통합대구) 

22.모악배, 새만금배 (통합전북)

23.광주광역시장배 대회 (통합광주)

24.어르신과 함께하는 전국 댄스스포츠 대회

(전문체육부문)

25.경남도지사기 대회 (통합경북)

26.영천시장배 대회

롤러스케이트 1. 전국체육대회

1.전국남녀종별 롤러스포츠 인라인 스피드대회

2.회장배 전국 학교 및 실업팀대항 인라인 

스피드대회

3.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인라인 스피드대회

4.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시도대항 인라인 

스피드대회

5.남원코리아오픈

6.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

스케이트보딩

1.전국남녀종별 스케이트보드 대회

2.회장배 전국 학교 및 실업팀대항 스케이트

보드 대회

3.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스케이트보드 대회

4.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시도대항 스케

이트보드 대회

5.남원코리아오픈

경기지도학과

(스쿼시)
1.전국체육대회

1.국가대표 선발전

2.금곡배 전국 초중고 선수권대회

3.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선수권대회

4.회장배 전한국 선수권대회

5.회장배 전국 학생 선수권대회

6.코리아 오픈 챔피언쉽

1.태산배 전국 스쿼시 선수권대회

2.(전북)회장배 전국 선수권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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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및 종목
인정대회 및 대회비중도

A등급 B등급 C등급

스포츠클라이밍 1.전국체육대회

1.고미영컵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 

2.회장배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 

3.노스페이스컵 전국 스포츠클라이밍대회

4.전국 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대회

승마 1.전국체육대회

1.회장배전국승마선수권대회

2.정기룡장군배 전국승마대회

3.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전국승마대회

4.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

5.한국마사회장배 전국승마대회

6.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승마대회

7.이용문장군배 전국승마대회

8.새만금 전국지구력승마대회

9.장수 한우랑 사과랑 전국지구력승마대회

1.춘계전국학생승마대회

2.전국학생승마선수권대회

3.임자대교 개통 기념 전국지구력승마대회

요트 1.전국체육대회

1.대통령기전국시도대항요트대회

2.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3.대한요트협회장배전국요트대회

4.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1.전국해양스포츠제전 요트경기

우슈 1.전국체육대회

1.대한체육회장배전국우슈대회

2.회장배전국우슈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발전

3.전국학생우슈선수권대회

4.전국종별우슈선수권대회

탁구 1. 전국체육대회

1.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학생종별탁구대회

2.대통령기 전국탁구대회

3.전국남녀종별탁구선수권대회

4.전국남녀종합탁구선수권대회

1.전국남녀중고학생종별탁구대회

2.한국중고탁구최강전

3.전국남녀중고학생종합탁구대회

4.회장기 전국남녀중고학생탁구대회

바이애슬론
1. 전국동계체육

대회

1.회장컵 전국바이애슬론대회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컵 전국바이애슬론대회

3.종별선수권대회

4.회장컵 하계 전국바이애슬론대회

1.학생연맹 회장컵 전국바이애슬론대회

세팍타크로 1. 전국체육대회

1.회장기 세팍타크로대회

2.전국 세팍타크로 선수권대회

3.남·여 종별 세팍타크로대회

4.시·도 대항 세팍타크로대회

1.전국 학생 세팍타크로대회

철인3종 1. 전국체육대회

1.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트라이애슬론 

선수권대회

2.해양스포츠제전 철인3종 대회

서핑 1. 전국체육대회 1.대한서핑협회장배

킥복싱 1. 전국체육대회
1.전국 킥복싱 선수권대회

2.회장기 전국 킥복싱대회

럭비 1. 전국체육대회

1.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중,고 럭비대회

2.대통령기 전국 종별 럭비 선수권대회

3.전국 종별 럭비 선수권대회

4.전국 춘계 럭비 리그전



- 66 -

※ 해당 종목별 단체(협회, 연맹 등) 및 대회 일정변경 등 사정에 따라 대회명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대회 명칭과 관련된 이견 발생 시 우선 해당 종목별 단체에 확인하여 

결정하고, 해당 종목별 단체 확인에도 이견 발생 시 본교 경기입상 및 특별전형소위원회 심의 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함

※ 대회비중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되기 전의 경기실적 평가는 변경 전의 대회비중도를 적용

   (기준일 : 2022. 5. 23.)

학과 및 종목
인정대회 및 대회비중도

A등급 B등급 C등급

비치발리볼 1.전국 비치발리볼대회 1. 전국해양스포츠제전

풋살 1. 전국체육대회

1.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전국풋살대회

2.유.청소년 FK 리그

3.KFL 유.청소년풋살대회

1.단양소백산철쭉배전국풋살대회

2.화천평화페스티벌 전국풋살대회

3.한일 왕중왕풋살대회

공연예술학과

1. 동아무용대회

2. 한국체육대학교 

총장배 전국 

무용경연 대회

1. 본교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무용콩쿠르

2. 한국무용협회

3. 발레협회

4. 현대무용협회

5. 서울국제무용콩쿠르

6. 한국춤협회

태권도학과

(공인품새)

1. 한국체육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대회

2. 대한태권도협

회장배

전국품새선수

권대회

1.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2. 용인대학교총장기 전국남녀고교태권도대회

3. 우석대학교총장기 전국태권도품새대회

4. 계명대학교총장기 전국태권도품새대회

5. 한국여성태권도연맹회장배 전국태권도품새

대회

6. 상지대학교총장배  전국태권도대회

7. 나사렛대학교총장배 전국태권도대회

8. 한국중고연맹회장배품새대회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 중ㆍ고등

학교 태권도대회

1.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

2. 신한대학교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

3. 고신대학교총장배 전국태권도대회

※ 공인품새 전형에서는 공인품새 입상실적만 인정 (자유품새 입상실적 미적용)

태권도학과

(자유품새)

1. 한국체육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대회

2. 대한태권도협

회장배 전국

품새선수권대회

1.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2. 용인대학교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

3. 나사렛대학교총장배 전국태권도대회

4. 우석대학교총장기 전국태권도품새대회

5. 한국여성연맹회장배 전국태권도품새대회

1.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

2. 신한대학교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

※ 자유품새 전형에서는 자유품새 입상실적만 인정 (공인품새 입상실적 미적용)

태권도학과

(시범)

1. 한국체육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대회

1. 용인대학교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

1. 경민대학교총장배 전국태권도대회

2.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

3. 한국실업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

4. 한국여성태권도연맹회장배 전국태권도

품새대회

 ※ 시범 격파부문 입상은 종목별, 종합순위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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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4

2023학년도 수시모집 입학등록원

    본인은 귀 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입학등록을 

 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학등록원서를 제출합니다.

수험생 성명 :                인

(전화번호 :                        )

      년     월     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 제공받는자 : 한국체육대학교 총학생회

   - 제공받는자의 개의정보 이용목적 : 신입생 OT참가자 확인 및 관련사항 안내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험번호, 성명, 연락처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입생 OT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거부권리 : 위 내용에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OT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없음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

지원

사항

성   명 수험번호

학   과
                        

     
종    목

전형구분

  

  □ 체육특기자       □ 경기입상실적우수자

  □ 실기우수자       □ 교과성적우수자  

  □ 특수교육대상자   □ 농어촌지역학생  

                   
 ※ 해당전형에 ∨ 표시하세요.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동의(  ),  비동의(  )

▶ 본 등록원은 등록기간 내에 인터넷(대학입시홈페이지), 우편,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등록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 대학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포기로 불합격처리 되

오니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람.

 - 주소 : 0554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방이동) 한국체육대학교 훈련학생처(입시․ 학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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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5 [체육학과(체육특기자전형) 해당]

 발급번호 : 

 중앙경기단체에서 선발전을 거쳐 파견한 
국제대회로서 15개국 이상이 참가한 

국제대회 입상 확인서

 소        속 : 

 학        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주        소 : 

  상기인은 아래 대회와 같이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 회 명

대회기간

종    목 세부종목

국내선발전 여부    □ 유   □ 무 참가 국가 수   (     ) 개국

참가자격  

입상내역  

   년    월     일

(해당) 중앙경기단체장  (직인)

※ 해당자만 제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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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6

등 록 포 기 원

성    명 수험번호

지원학과

전형구분
  □ 체육특기자      □ 경기입상실적우수자  □ 실기우수자

  □ 교과성적우수자  □ 특수교육대상자      □ 농어촌지역학생

전화번호 휴 대 폰

포기사유
① 타 대학 합격 :                대학(교)

② 기타사유 :

    상기 본인은 2023학년도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수시모집에

   합격하였으나 등록을 포기합니다. 

첨부서류 :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or 여권) 사본 1부.

         

     년     월     일

                                  지원자 :                            ㊞

                                  보호자 :                            ㊞
                                        (지원자와의 관계:               )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

<제출방법>

 ※ 우선 등록포기 의사를 대학에 유선으로 통보한 후(☎ 02-410-6554, 6555)

    ☞ 아래 방법 중 하나를 택일하여 제출

   1. 온라인 : 본교 대학입시홈페이지 접속하여 제출

   2. 이메일 : 본 서식(날인) 및 첨부물을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후 도착여부를 반드시 유선전화로 확인

                (cheol318@knsu.ac.kr, ☎ 02-410-6554, 6555)

   3. 방문 : 본 서식(날인) 및 첨부물을 본 대학교 훈련학생처(입시․학생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