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수시모집 스포츠과학부 실기고사 수험생 유의사항

1. 집결시간 및 집결장소
집결시간

수험번호

집결장소

09:00까지

1340004~1340126

10:00까지

1340127~1340177

11:00까지

1340178~1340240

13:30까지

1340241~1340290

14:30까지

1340291~1340348

비고

수험번호별 집결시간이 상이
체육관

함으로 본인의 수험번호 및
집결시간을 꼭 확인 바랍니다.

2. 실기고사 종목 및 준비물
종목

고사장소

핸드볼 공 던지기
제자리 멀리뛰기

체육관,
아산스포츠센터

Z-런

준비물
· 체육복, 실내용 운동화
·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 모두 반드시 지참

3. 실기고사 종목별 측정방법
종목

내용
① 투척 구역 2m 원안에서 30초 이내에 팔로 던져 제한구역(원의 중심으로부터 30
도 각도를 이루는 원호) 안에 공이 멀리 던져진 거리를 기록으로 채택합니다.
② 측정기록은 cm 기록은 절사 하며 m 기록만 표기합니다.
③ 2회 실시하여 상위의 기록을 최종 기록으로 채택합니다.

핸드볼 공 던지기

④ 투척된 공이 제한구역(원의 중심으로부터 30도 각도를 이루는 원호) 밖으로 던져
지면 파울로 판정합니다.
⑤ 투척된 공이 체육관내 천정 및 물체에 닿았을 경우 파울로 판정합니다.
⑥ 2회 시기를 모두 파울 하였을 경우 3차 시기로 재측정하고, 3차 시기도 파울일
경우에는 최종파울로 처리합니다.
⑦ 핸드볼 공 규격은 남자는 3호, 여자는 2호를 사용합니다.
① 발구름판 위에서 모둠발로 뛴 거리(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바닥에 닿는 가장
가까운 지점(흔적)에서 발구름선 표시 부분까지의 직선거리)를 cm 단위로 측정합
니다. 단, cm 미만은 측정하지 않습니다.
② 2회 실시하여 상위의 기록을 최종 기록으로 채택합니다.

제자리 멀리뛰기

③ 뛰기 전 발구름판 바닥에서 발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발구름은 허용되지 않습
니다.)
④ 뛰고 나서 측정범위 좌우측으로 나가게 되면 파울로 판정합니다.
⑤ 2회 시기를 모두 파울 하였을 경우 3차 시기로 재측정하고, 3차 시기도 파울일
경우에는 최종파울로 처리합니다.

종목

내용
① 출발 신호와 함께 출발하고 정해진 코스(60m)로 포스트를 돌아 결승선까지 달
린 시간을 기록으로 채택합니다.
② 기계적 결함 등을 제외하고 한 번 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출발 시 두발은 지정된 범위 내에 위치해야 하고, 출발 시 뒷발이 범위를 벗어

Z-런

나면 파울로 판정합니다.
④ 방향을 전환할 때 기둥을 고의로 건드리거나 넘어뜨리면 파울로 판정합니다.
⑤ 넘어졌을 경우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⑥ 1회 측정을 원칙으로 합니다.(단, 1차 시기를 파울 하였을 때는 2차 시기로 재
측정하고, 2차 시기마저 파울일 경우 최종파울로 처리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가. 실기고사에 응하지 않은 수험생은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실기고사에 한 종목이라도 결시한 수험생은 불합격 처리합니다.
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고사장에 입실 할 수 없으며, 고사가 진행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
용하여야 합니다.(단, 신분확인 및 개인실기 시 잠시 벗을 수 있습니다.)
라. 고사 당일 수험표와 함께 출력되는 자가진단 문진표를 작성/제출해야 고사장에 입실할 수
있습니다.
마. 고사장 입구에서 체온측정 등을 통해 확인된 코로나-19 유증상(고열 및 기침 등) 수험생은
모든 집결시간대의 고사가 종료된 후 별도로 고사를 시행합니다.
바. 부상 또는 신체적 사유로 해당 종목에 직접 응시할 수 없음을 시험관에게 사전에 알렸을 경
우(이때 수험생은 고사장소를 이탈하지 못함)와 측정 도중에 낙오된 수험생은 응시로 간주
하여 해당 종목의 최저등급을 부여합니다.
사.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은 휴대폰을 포함한 전자기기의 전원을 OFF 후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전자기기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고사장(대기장 포함)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합니다.
아.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1) 대리시험으로 확인된 경우
2) 실기고사 중 시험관 또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자.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학부모 대기장소는 운영하지 않으며, 교내 모든 건물은 출입이 통제
됩니다.
차. 고사참가를 위해 개인차량을 이용할 경우 수험표 제시 후 무료출차(정문 출입구) 가능합니다.

울산대학교 입학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