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21학 년 도

광 문 중 학 교 남 ·여 유 도 부 신 입 생 모 집 홍 보
1. 유도는

예로 시작하여 예로 끝나는 예절운동이며, 남, 여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각

자 자신의 체중에 맞추어 시합이 이루어지는 공정한 경기이며,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각종국
제대회에서 대한민국이 많은 메달을 획득하는 효자종목 이며 엘리트 체육종목입니다.

2. 광문중학교 유도부는

2001년에 창단 하였으며,대회성적도 16년 연속 전국대회 경기도

유도대회에서, 많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대학교 진학률도 100%이며, 유도를 시작하기 적당하시기
는 남중부는 70%이상 여중부는80%이상 중학교 때 유도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여도 늦지 않
습니다. 저희 광문중학교 유도부 훈련시간은 수업 전, 후로 정상수업을 다하고 훈련을 하고 있으며, 합
숙훈련은 하지 않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외 유도부에 관심이 있거나, 문의 상담은 아래 전
화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3. 유도 특기로

진학하는 대학은 서울대,용인대,고려대,연세대, 국민대, 한양대, 단국대, 한국

체대,경희대경기대,동국대,청주대,동아대,인하대,명지대,수원대 기타사범대 등이 있으며, 주 종목 특기
로 관련 있는 학과는 체육학과,특수체육학과,체육교육학과,운동처방학과,경찰‧경호무도학과,스포츠경영학
과,스포츠과학과,경기지도학과,무도학과,재활치료학과,레져스포츠학과등으로 대학에 진학 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에 운동을 통해 신체건강 정신, 예절, 리더십, 다이어트, 인성 뿐 만 아니라 자신을 올바르게
조절하는 능력을 배우므로 건전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4. 진로 및 직업은

국가대표,대학교수,실업팀감독,팀코치,국제심판,체육선생님,국정원,대통

령경호,생활체육지도자,스포츠마케팅,트레이너,연예인헬스트레이너,레져스포츠강사,체육관관장,경찰특공
대,경찰공무원,운동처방사,재활치료사,어린이체육강사등 유도를 한다하여 유도로 진학을 하는 것이 아니
며, 체육에 관한 자격증을 획득 함 으로써, 체육에 관한 일을 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 활동적인 성격을
살려 21세기 미래에 스포츠를 이끌어 가야할 전문가로서 꿈을 키울 수 있게 지도하겠습니다.

◉ 광문중학교 유도부 운동시설: 1)유도훈련실

2)웨이트 트레이닝실

3) 체육관

◉ 중학교 남학생, 여학생 체급 (여학생은 선수들이 많지 않아 대학 진학 유리함.)
- 남중부(10체급) :-45kg,-48kg,-51kg,-55kg,-60kg,-66kg,-73kg,-81kg,-90kg,+90kg
- 여중부( 8체급) :-42kg,-45kg,-48kg,-52kg,-57kg,-63kg,-70kg,+70kg
◉ 자격조건 및 신청마감
몸무게는 남자38kg이상, 여자35kg이상으로 육상, 태권도, 합기도, 축구, 검도, 수영 등 타 운동을
하였거나 운동에 소질 및 관심 있는 학생. 신체조건이 우수한 학생.
◉ 광문중학교 출신선수 고등학교진학 100%진학(특수목적고등학교 경기체고, 비봉고, 금곡고, 경민고)

★ 광문중 유도부 선수로 활동 할 경우 장비 및 훈련 경비 일체를 학교에서 지원함 ★

- 광문중학교 출신 선수 대학진학 현황 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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