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30년 경력 선생님 

2) 새로운 체육 교육 콘텐츠 개발자 - 김석태 선생님(중등) / 박영순 선생님(중등) / 이창근 선생님(초등) 

3) 서울초등체육연구회,  뉴스포츠연구회,  용인초등체육연구회,  동두천·양주체육교사연구회,  

   삼척체육연구회,  인천초등교과연구회, 빅발리볼협회,  크로스바스켓협회 

주 최  

행사 개요 

연수  목적  학교 현장과 지역에 학교체육 교구와 커리큘럼을 보급하고, 교육 과정과 평가에 실용적으로 접근 

전문가  초청  

연수  강사  초청  

체육교사 

컨설팅전문가 

스포타임 PE 플래너 

건강한신체활동연구소 교육컨설턴트 

마케팅매니저 

교수 

피트니스 강사 외 

일시  및  장소  2018년 2월 23일 오전 10시, 중앙대학교(서울) 305관 220호 체육관 

위피크㈜ 



1 09:30 ~ 10:00 접수 및 입장 

2 10:00 ~ 10:10 개회사 명예회장 정기채 

3 10:10 ~ 10:20 인사말 위피크(주) 대표 홍성욱 

4 10:20 ~ 10:30 

축사(1) 권재원 선생님 (중등) 

축사(2) 김갑철 교감선생님 (초등) 

5 10:30 ~ 11:20 
체험1 

리드업 게임 / 무빙바스켓 
스포타임 이승주 

6 11:30 ~ 12:20 
체험2 

스포츠 놀이 카드 
스포타임 이승주 

7 12:20 ~ 13:20 중식 

8 13:20 ~ 14:10 
체험3 

빅발리볼 
경남체육연구회 

9 14:20 ~ 15:10 
체험4 

크로스바스켓 / 앵글볼 / 빌리볼 스포츠 
뉴스포츠연구회 

10 16:00 ~ 16:30 폐회 및 시상 

1) 체험시간은 50분씩 총 4타임 진행 (10분 휴식) 

2) 각 주제와 대상에 맞는 체험 진행 

3) 중식 제공 

4) 후원 업체 전시 부스 운영 

행사 일정 

후원 



해외 사례 



행사장 안내 

중앙대학교 305관 2층 220호 체육관 

체육관 입구 

*후문을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후문 통과 후 바로 우측건물) 

교통편 

305관 외부 연결로 

일반버스 지하철 

5511 (서울대→중앙대), 5517 (서울대→중앙대) 
5524 (신림8동→중대입구), 5529 (삼막사사거리→중앙대) 
6411 (구로동→개포동) 

7호선 상도역(중앙대앞) 5번 출구 하차 후  
도보로 10분 거리 
 

151 (우의동→중앙대), 360 (송파→여의도), 361 (고덕동→영등포) 
362 (오금동→여의도), 363 (송파→여의도), 640 (신월동→삼성역) 
642 (방화동→고속터미널), 462 (성남→영등포) 

4호선 동작역(또는 1호선 노량진역) 하차 후  
흑석동 방향으로 걸어나와서 버스타고 10분거리 

9408 (분당→영등포) 
4호선 신용산역(또는 1호선 용산역) 하차 후  
한강대교 방면 버스타고 10분 거리 

동작01 (달마사→수산시장), 동작10 (신동아아파트→절고개) 9호선 중앙대입구역(흑석역) 하차 도보 15분 거리 

600 (잠실→인천공항) 

지선버스 

간선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 

마을버스 





미국 SPORTIME, School Specialty 외  
OMNIKIN, SPSS, Abilitations 등 
독일, 캐나다, 뉴질랜드의 선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유아·초등·중고등 체육 교과 과정을 비롯한 
특수교육, 재활치료, 피트니스 훈련 등 체육 교구 전 영역을 선도 

브랜드 개요 



1989년 체육교육 분야로는 최초로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 과제로서 개발되어  
20년 동안의 프로그램 보완을 통해 세계 최고의 체육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수법을 통해  
제한된 체육수업 시간 내 학생들의 신체 활동량을 최대한으로 증가시켜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 
 
유치원, 초등 저학년 및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총 6개 과정의 SPARK 프로그램을 
국내 현장에 최적화시켜 K-SPARK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 

브랜드 개요 



프로젝트 

청소년기의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늘리고  
자발적인 스포츠 활동으로 평생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 
 
차별화된 ‘무브스포츠’ 프로그램과 
학교 현장에 필요한 종목별 교구의 적극 지원으로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조성  
 
 



스포츠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학교체육 발전, 체육진로 교육영역 확대와  
방향 제시, 새로운 스포츠 콘텐츠의 가치 공유 
 
전국에 있는 초등·중등·고등 학생들이  
스포츠 용품, 패션, 교육 콘텐츠 부문별로  
제시한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 

프로젝트 



시민이 참여하는 신체활동 리더를 양성하고  
건강체력 측정을 도모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일조 
 
배출된 신체활동 리더들이 각 자치구 소속의 기관에  
배치되어 어린이와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고독감 해소에 기여 

프로젝트 



Let’s Start, Let’s Play 

서울시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 
 
스파크 EC(Early Childhood)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신체활동 역량강화 교육 
 
어린이들의 일상생활 속 다양한 신체활동 체험 유도 
성인기 비만 예방 및 만성질환 예방 기여 

프로젝트 



전국 교육지원청  프로그램 연수 및 교구 지원 

전국 교육청, 교육지원청 대상 직무연수를 통해 
뉴스파크 프로그램 보급 및 스파크 교구 지원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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