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2023시즌 

검정회 및 기선전 평가 기준

스노보드위원회

(기술분과 / 심판분과 / 교육분과)



개 요

1. 레벨1 검정 (기준점수 : 70점)
1) 펜듈럼(Pendulum) ······························································· 레벨 1 (기준점수 : 70점)

2) 비기너턴(Beginner Turn) ····················································· 레벨 1 (기준점수 : 70점)

3) 너비스턴(Novice Turn) ························································ 레벨 1 (기준점수 : 70점)

4) 종합활강(Free Riding) ························································· 레벨 1 (기준점수 : 70점)

2. 레벨2 검정(기준점수 : 80점)
1) 인터미디어트 슬라이딩 턴(Intermediate Sliding Turns·············레벨 2 (기준점수 : 80점)

2) 인터미디어트 카빙턴(Intermediate Carving Turns)) ·············· 레벨 2 (기준점수 : 80점)

3) 카빙 숏턴(Carving Short Turns) ········································· 레벨 2 (기준점수 : 80점)

4) 제한활강(Long / Middle / Short) ········································ 레벨 2 (기준점수 : 80점)

5) 종합활강(Combination Turns) ············································· 레벨 2 (기준점수 : 80점)

6) 구술검정

7) 필기검정

3. 레벨3 검정(기준점수 : 90점) / 기술선수권대회

1) 어드밴스 카빙 롱턴(Advanced Carving Long Turns)·레벨 3 / 기선전 (기준점수 : 90점)

2) 어드밴스 카빙 미들턴(Advanced Carving Medium Turns) ··· 레벨3/기선전 (기준점수 : 90점)

3) 어드밴스 카빙 숏턴(Advanced Carving Short Turns) ············· 레벨3/기선전(기준점수 : 90점)

4) 어드밴스 슬라이딩 턴(Advanced Sliding Turns) ······ 레벨 3 / 기선전 (기준점수 : 90점)

5) 종합활강(Combination Turns) ······························· 레벨 3 / 기선전 (기준점수 : 90점)

6) 모글 Mogul(프리스타일) ········································· 레벨 3 / 기선전 (기준점수 : 90점)

7) 게이트 Gate(알파인) ··············································· 레벨 3 / 기선전 (기준점수 : 90점)

※ 본 평가 기준집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저작권자는 대한스키지도자연맹입니다. 

평가 기준집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1. 레벨1 검정

1) 펜듈럼(Pendulum) (기준점수 : 70점) - 목표(이행기준) : 사이드 슬리핑의 연장으로 
시선처리 능력과 무게중심(Center of Mass)의 이동을 통한 하중의 분배로 스노보드의 
방향 전환 능력 평가

√ 주요 채점포인트 및 감점요인
①골반의 움직임(COM의 이동)의 시각화
②BBP자세에서 벗어난 과도한 체중이동 금지
③롤오버 후에 BBP유지 하면서 폴 라인에 데크 수평 맞추기(사이드슬리핑구간)
④전달하고자 하는 가압의 양이 일정한지(T&C)
⑤속도 컨트롤(양 방향 동일한 속도 유지)
⑥일정한 스키드마크를 유지하는지-노즈가 계곡 쪽으로 떨어지는지
⑦적절한 BBP 자세 유지 - 팔과 시선, 어깨, 골반의 위치
⑧시선처리
⑨안전체크 및 핼맷착용

2) 비기너턴(Beginner Turn) (기준점수 : 70점) - 목표(이행기준) : 에지 변환과 상체 
회전을 통해 턴을 구성하는 능력

√ 주요 채점포인트 및 감점요인
①상체 로테이션이 시선-어깨 순으로 시연
②토턴/힐턴 시 진폭과 턴 호의 길이(낙차)를 일정하게 유지
③경사면과 속도에 맞는 BBP자세의 유지- 신체 축의 유지
④확실한 선행된 시선처리
⑤인위적인 턴의 마무리(비 진행발의 끌어당김)는 감점
⑥턴의 연결 시 사활강의 거리 - 폴라인까지
⑦적절한 BBP 자세 유지 - 팔과 시선, 골반의 위치
⑧안전체크 및 핼맷착용

3) 너비스턴(Novice Turn) (기준점수 : 70점) - 목표(이행기준) : 이 과정에서는 비기
너턴에 업&다운(Flexion & Extention) 동작을 실행하여 속도 조절, 방향 전환, 턴의 
크기를 조절하는 능력 평가



√ 주요 채점포인트 및 감점요인
①적당한 가압점에서 가압이 이루어지는지(턴의 완성도)
②시선-상체 순의 로테이션의 시연
③토턴/힐턴 시 진폭과 턴 호의 길이(낙차)를 일정하게
④적절한 BBP 자세 유지 - 팔과 시선, 골반의 위치
⑤토턴/힐턴 시 무게중심(COM)의 위치
⑥안전체크 및 핼맷착용

3) 종합활강(Free Riding)(기준점수 : 70점) - 목표(이행기준) : 이 과정에서는 검정자
의 종합적인 활강이 목표
√ 주요 채점포인트 및 감점요인
①적당한 가압점에서 가압이 이루어지는지(턴의 완성도)
②토턴/힐턴의 에지변환이 잘 되는지
③너비스턴 종목 상위의 라이딩을 보여줄 수 있는지
④적절한 BBP 자세 유지 - 팔과 시선, 골반의 위치
⑤자유로운 슬로프 사용정도
⑥토턴/힐턴 시 진폭과 턴 호의 길이(낙차)를 일정하게
⑦안전체크 및 핼맷착용



 2. 레벨2 검정

1) 인터미디어트 슬라이딩턴(Intermediate Sliding Turns) (기준점수 : 80점) - 목표
(이행기준) : 턴의 초반부 상체의 빠른 로테이션에 의해 에지 각을 너비스턴 보다 크게 
하고, 너비스턴 보다 빠른 에지 전환이 되도록 하체의 부드러운 스티어링과 압력 조절
을 사용해 턴의 대칭성과 유연성을 향상

√ 주요 채점포인트 및 감점요인
①너비스턴보다 빠른 에지 체인지를 시연
②너비스턴과 같은 리듬감 있는 로테이션을 유지하고 하체 스티어링 구사가능
③압력 조절을 기반으로 에지 기울기를 약간 수반 한다. 
④너비스턴 보다 빠른 속도를 유지한다.
⑤안전체크 및 핼맷착용

2) 인터미디어트 카빙 턴(Intermediate Carving Turns) (기준점수 : 80점) - 목표(이
행기준) : 각 만들기(Angulation)과 각기울기(Inclination)를 사용해 너비스턴 보다 선
행된 에지를 설정하여 조기에 에지 전환이 되도록 클락페이스(Clockface) 2시와 10시 
구간에 에지 전환이 되도록 유지, 지나간 자리에 스티어링에 의한 슬라이딩이 일어나지 
않게 에지 라인만 만들어야 하는 턴 

√ 주요 채점포인트 및 감점요인
①너비스턴보다 빠른 에지 체인지를 시연
②너비스턴과 같은 리듬감 있는 로테이션을 유지하고 데크 에지의 각 만들기와 각기울
기를 사용하여 초급 카빙 시연
③너비스턴 보다 빠른 지점에서 압력을 가하면서 빠르게 안정적 회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너비스턴 보다 빠른 속도를 유지한다.
⑤안전체크 및 핼맷착용

3) 카빙 숏턴(Carving Short Turns) (기준점수 : 80점) - 목표(이행기준) : 기울기와 
에지 각을 거의 동시에 사용해 빠른 에지를 설정하여 완벽한 턴을 만들고, 스노보드 
지나간 자리에 스티어링에 의한 각은 없고, 좌우 턴의 진폭을 작게 카빙 라인만 만들
어야 하는 턴 능력



√ 주요 채점포인트 및 감점요인
①인터미디어트 카빙 턴보다 빠른 에지 체인지를 시연
②인터미디어트 카빙 턴과 같은 리듬감 있는 로테이션을 유지하고 하체 스티어링과 압
력조절을 거의 동시에 구사가능
④인터미디어트 카빙 턴보다 빠른 속도를 유지하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턴을 구사한
다.
⑤좌우, 상하 진폭이 인터미디어트 카빙 턴 보다는 짧은 회전 반경이며 동작과 턴의 
조화로움이 필요
⑥눈이 뿌려지지 않아야 하며, 시선과 무게중심(COM)을 운동 방향으로 흐름(flow) 유
지
⑦안전체크 및 핼맷 착용

4) 제한 활강(Restricted Riding) (기준점수 : 80점) - 목표(이행기준) : 턴 기술의 진
폭과 갯수를 제한함으로서 턴 전체의 구성 능력과 변화되는 구간에 빠른 대응하여 서
로 다른 턴 크기의 이동 변화에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고속 활주하는 턴 능력

√ 주요 채점포인트 및 감점요인
①롱턴 2개, 미들턴 4개 숏턴 6개 구성된 제한된 턴
②정해진 범주 내에서 턴의 크기와 방향을 제한하고 통제하며 컨트롤 하는 기술
③좌우 턴의 균형있고, 일정한 리듬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T&C)
④움직임이 부자연스럽거나 저속 또는 지연 동작의 흐름 형태는 감점
⑤안전체크 및 핼맷착용

5) 종합 활강(Combinnation Turns) (기준점수 : 80점) - 목표(이행기준) : 다양하며 
다이나믹한 턴의 형태와 크기 및 리듬 변화를 주어진 슬로프에서 개인이 시연을 디자
인하여 조화롭고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고속으로 활주하는 능력

√ 주요 채점포인트 및 감점요인
①턴 호 사이의 뉴트럴포지션의 BBP를 잘 보여주며 선행되는 시선-어깨-골반-무릎의 
자연스러운 피벗의 시연
②자유롭고 다양한 기술 퍼포먼스
(롱, 미들 숏, 스위치 턴을 혼합 구성하여 리듬 변화하며 활주)
③적절한 앵귤레이션과 인클리네이션(에지 세팅)과 가압(다운)시 익스텐션, 감압(업)시 
플렉션
④스스로가 선택한 적절한 폴라인을 이용하여 좌우 턴의 균형있고, 일정한 리듬과 조화
를 이루는 것이 중요(T&C)



⑤토/힐 진폭과 턴 호의 길이(낙차)를 각 턴마다 일정하게 컨트롤하고 가능한 최대 
속도 유지
⑥움직임이 부자연스럽거나 저속 또는 지연 동작의 흐름 형태는 감점
⑦안전체크 및 핼맷 착용

6)구술 검정(지도자 자질 및 의사소통, 구술능력) (기준점수 : 80점) - 목표(이행기준) : 
슬로프상에서의 직접적인 시연도 중요하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기술의 언어적인 의사전
달도 중요하며, 스노보드의 기본지식 및 기술의 설명을 할 수 있고 강습자에게 올바른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주요 채점포인트 및 감점요인
①스노보드 기초지식부터 레벨2에 상응하는 턴의 지식을 구술로 설명하는 과정
②교본을 통한 이론교육

7)필기 검정(지도자 자질 및 의사소통, 필기능력) (기준점수 : 80점) - 목표(이행기준) : 
슬로프상에서의 직접적인 시연도 중요하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기술의 언어적인 의사전
달도 중요하며, 스노보드의 기본지식 및 기술의 설명을 할 수 있고 돌발상황에 잘 대
처해야 한다.

√ 주요 채점포인트 및 감점요인
①스노보드 기초지식부터 레벨2에 상응하는 턴의 지식들을 필기 문제로 구현하는 과정
②교본을 통한 이론교육



 3. 레벨3 검정 

1) 어드밴스 카빙 롱턴(Advanced Carving Long Turns) (기준점수 : 90점) - 목표
(이행기준) : 강한 압력 조절로 발생하는 에지 각 설정을 최대로 활용해 속도 조절과 
밸런스, 스티어링을 사용하여 클락페이스(Clockface) 1시와 11시 구간에 에지 전환이 
되어 다이나믹한 롱턴을 구사하는 능력

√ 주요 채점포인트 및 감점요인
①안정된 BBP보다 낮은 자세와 무게중심(COM)을 낮은 상태를 유지
②지속적으로 인터미티어트 카브 턴 보다 선행된 빠른 각 만들기(angulation)와 강한 
압력 조절(익스텐션과 플렉션)이 이루어지도록 수행
③턴과 턴 사이 연결동작이 자연스럽게 유지되어 눈이 뿌려지지 않아야 하며 조화로운 
턴 호를 만들고 상체 골반 회전이 선행되는 스티어링과 크로스오버 동작 요구
④안전체크 및 핼맷착용

2) 어드밴스 카빙 미들턴(Advanced Carving Medium Turns) (기준점수 : 90점) - 
목표(이행기준) : 강한 압력 조절로 발생하는 에지 각 설정을 최대로 활용해 속도 조절
과 밸런스, 스티어링을 사용하여 클락페이스(Clockface) 1시와 11시 구간에 에지 전환
이 되며 좌우, 상하 턴의 진폭을 어드밴스 카빙 롱턴 보다는 작게 미들사이즈의 턴을 
구사하는 능력

√ 주요 채점포인트 및 감점요인
①안정된 BBP보다 낮은 자세와 무게중심(COM)을 낮은 상태를 유지
②지속적으로 인터미티어트 카브 턴 보다 선행된 빠른 각 만들기(angulation)와 강한 
압력 조절(익스텐션과 플렉션)이 이루어지도록 수행
③턴과 턴 사이 연결동작이 자연스럽게 유지되어 눈이 뿌려지지 않아야 하며 조화로운 
턴 호를 만들고 상체 골반 회전이 선행되는 스티어링과 크로스오버 동작 요구
④안전체크 및 핼맷착용

3) 어드밴스 카빙 숏턴(Advanced Carving Short Turns) (기준점수 : 90점) - 목표
(이행기준) : 역동적 강한 압력 조절과 관절의 로테이션을 이용하여 사이드 컷 반경보
다 줄어든 턴의 호를 만들고 좌우, 상하 턴의 진폭을 어드밴스 카빙 미들턴 보다는 작
게 변화 시켜 연속적으로 하는 턴 능력



√ 주요 채점포인트 및 감점요인
①안정된 BBP보다 낮은 자세와 무게중심(COM)을 낮은 상태를 유지
②지속적으로 인터미티어트 카브 턴 보다 선행된 빠른 각 만들기(angulation)와 강한 
압력 조절(익스텐션과 플렉션)이 이루어지도록 수행
③턴과 턴 사이 연결동작이 자연스럽게 유지되어 눈이 뿌려지지 않아야 하며 조화로운 
턴 호를 만들고 상체 골반 회전이 선행되는 스티어링과 크로스오버 동작 요구
④안전체크 및 핼맷 착용

4) 어드밴스 슬라이딩 턴(Advanced Sliding Turns) (기준점수 : 90점) - 목표(이행기
준) : 턴의 시작부터 인터미디어트 슬라이딩 턴 보다는 빠른 에지 설정으로 속도와 좌
우 턴의 진폭을 작게 변화 시켜 상하 턴의 진폭을 어드밴스 슬라이딩 미들턴 보다는 
작게 변화 시켜 연속적으로 하는 턴. 불규칙한 지형 환경에 빠르게 적응 활주.

√ 주요 채점포인트 및 감점요인
①인터미디어트 슬라이딩 턴보다 빠른 에지 체인지를 시연
②너비스턴과 같은 리듬감 있는 로테이션을 유지하고 하체 스티어링 구사가능
③압력 조절을 기반으로 에지 기울기를 많이 수반 한다. 
④인터미디어트 슬라이딩 턴보다 빠른 속도를 유지하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턴을 구
사한다.
⑤좌우, 상하 진폭이 인터미디어트 슬라이딩 턴 보다는 짧은 회전 반경이며 동작과 턴
의 조화로움이 필요
⑥눈이 슬로프 아래 방향이 아닌 옆 방향으로 뿌려져야 하며, 카빙 라인 감점
⑦안전체크 및 핼맷착용

5) 종합 활강(Combinnation Turns) (기준점수 : 90점) - 목표(이행기준) : 다양하며 
다이나믹한 턴의 형태와 크기 및 리듬 변화를 주어진 슬로프에서 개인이 시연을 디자
인하여 조화롭고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고속으로 활주하는 능력

√ 주요 채점포인트 및 감점요인
①턴 호 사이의 뉴트럴포지션의 BBP를 잘 보여주며 선행되는 시선-어깨-골반-무릎의 
자연스러운 피벗의 시연
②자유롭고 다양한 기술 퍼포먼스
(롱, 미들 숏, 스위치 턴을 혼합 구성하여 리듬 변화하며 활주)
③적절한 앵귤레이션과 인클리네이션(에지 세팅)과 가압(다운)시 익스텐션, 감압(업)시 
플렉션



④스스로가 선택한 적절한 폴라인을 이용하여 좌우 턴의 균형있고, 일정한 리듬과 조화
를 이루는 것이 중요(T&C)
⑤토/힐 진폭과 턴 호의 길이(낙차)를 각 턴마다 일정하게 컨트롤하고 가능한 최대 속
도 유지
⑥움직임이 부자연스럽거나 저속 또는 지연 동작의 흐름 형태는 감점
⑦안전체크 및 핼맷착용

6) 모글(Mogul) 프리스타일 (기준점수 : 90점) - 목표(이행기준) : 정설 사면과 부정지 
사면에서 안정된 자세와 밸런스를 유지하며, 내적·외적 그리고 기술적인 요소를 겸비하
여 출발(start)부터 피니쉬(finish)까지 일정한 리듬으로 모글코스를 활주하는 능력

√ 주요 채점포인트 및 감점요인
➀다양한 범프와 모글 등 제한된 코스에서 진폭과 낙차를 이용
➁속도를 조절하고 조절된 턴 호를 사용해 양쪽 턴 크기가 같아야 하며, 턴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고 픽 투 밸리(peak to valley), 모글 정상에서 모글 골짜기로 활주
➂무게 중심(COM)의 이동은 전경, 중경 후경으로 이동
④일정한 속도와 함께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유지하지 못 하거나 스피드 컨트롤을 하지 
 못하며, 지정된 모글 라인 유지하기 힘들면 감점
⑤턴 전체의 리드미컬한 조화(Timing and Coordination)가 맞지 않으면 감점
⑥안전체크 및 핼맷착용

7) 게이트(Gate) 알파인 (기준점수 : 90점) - 목표(이행기준) : 출발지점을 통과한 시간
부터 자동 계측되는 세팅된 제한된 게이트를 결승지점까지 가장 빠르게 통과해야 하는 
기술 능력

√ 주요 채점포인트 및 감점요인
➀빠른 스피드와 함께 대회전(GS)게이트 상황에 맞는 리드미컬한 움직임 시간으로 순
위 결정하여 점수 부여(전자계측) - 점수는 경기종료 후 논의
➁통과하지 못한 기문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실격(DQ)
➅헬멧(FIS공인 규격) 미착용
➆안전체크 및 핼맷 착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