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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목명 수상스키 학 점 3 교·강사명

강의시간 5시간 이론 / 실습 이론+실습 전화번호

학습목표

1. 수상스키의 역사 및 경기규칙을 이해한다. 

2. 수상스키의 안전수칙 및 수신호 반복 숙지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3. 수상스키의 기본기술에 대한 이론 및 실기 능력을 습득한다.

4. 수상스키 장비 및 수중 특성을 파악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준비운동-주운동-정리운동)

5. 수상스키의 효과적 기능 향상을 위하여 반복 실습 학습으로 기초기술을 단기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분습법실습과 전습법

실습을 병행한다.

6.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으로 학습자의 잘못된 자세를 인지시키고 교정하여 실기 기능을 향상 시 킨다.

7. TWO 스키 및 ONE 스키 기술을 반복 숙달시키므로 수상스키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함양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 / 무지개사 / 조미혜, 박수정 / 2006

성적평가방법

정기평가(%) 수시시험(%) 과제물(%) 수업참여도(%) 기타
(그 밖에 

평가요소)

(%)

합계

(%)중간

고사

기말

고사

쪽지

시험

(돌발)

퀴즈

복습

시험
기타 리포트 번역

팀 

과제
기타 출석

토론

(방)

질문

(방)

탐구

활동

의견

(방)

학습

계획

서

기타

30 30 5 0 0 0 10 0 0 0 20 0 0 0 0 0 5 0 100

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차 차시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1

1

1. 강의주제

  - 오리엔테이션

  - 수상스키 이론

2. 강의목표

  - 수상스키 장비

3. 강의 세부내용

  - 수상스키의 초보자용과 상급자용 스키

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수상스키 이론

   1장 수상스키 장비

p10~1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지상에서의 연습

3. 강의 세부내용

  - 수상스키 전 다양한 준비운동(상체 스

트레칭, 하체 스트레칭)에 대해 습득한

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1장 지상에서의 연습

p26~31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3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지상에서의 연습

3. 강의 세부내용

  - 수상스키 전 짝 체조를 통해 부상으로

부터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1장 지상에서의 연습

p32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4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수상스키의 실제

   1장 지상에서의 연습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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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목표

  - 지상에서의 연습

3. 강의 세부내용

  - 지상에서의 연습 단계를 파악하고 준비

단계(발목을 세워준다 → 팔꿈치는 곧

게 편다) 및 1단계(가슴을 허벅지에 붙

인다) 방법을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p33~35

5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지상에서의 연습

3. 강의 세부내용

  - 지상에서의 연습 단계에서 2단계(세웠

던 발목을 서서히 눕힌다) 및 3단계(물

위를 쭈그리고 앉아 있는다는 느낌으

로 중심을 잡고 있는다 → 허벅지를 

종아리에 붙인다) 방법을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1장 지상에서의 연습

p36~37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2

1

1. 강의주제

  - 수상스키 이론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장비

3. 강의 세부내용

  - 수상스키의 복장(슈트, 라이프 자켓, 장

갑)과 로프 및 핸들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수상스키 이론

   1장 수상스키 장비

p13~1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지상에서의 연습

3. 강의 세부내용

  - 지상에서의 연습 단계에서 4단계(허벅

지의 힘을 이용하여 천천히 일어선다) 

및 5단계(시선 앞을 보고 편안한 자세 

유지한다 → 기마자세를 유지한다) 방

법을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1장 지상에서의 연습

p38~39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3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지상에서의 연습

3. 강의 세부내용

  - 제1주 4차시부터 제2주 2차시까지의 

실습 내용을 바탕으로 반복 훈련을 통

해 자세를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1장 지상에서의 연습

p33~39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4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지상에서의 연습

3. 강의 세부내용

  - 수상스키 잘못된 자세(엉덩이가 빠진 

경우, 어깨가 긴장된 경우, 머리가 숙

여진 경우, 시선이 아래로 내려간 경

우, 허벅지 간 사이가 좁은 경우)에 대

해 습득한다. 

수상스키의 실제

   1장 지상에서의 연습

p40~43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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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5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지상에서의 연습

3. 강의 세부내용

  - 제2주 4차시 실습 내용을 바탕으로 반

복 훈련을 통해 잘못된 방법을 인지하

고 올바른 자세를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1장 지상에서의 연습

p40~43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3

1

1. 강의주제

  - 수상스키 이론

2. 강의목표

  - 수상스키 역사 및 특성

3. 강의 세부내용

  -1920~1950년대의 수상스키의 역사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쪽지시험

수상스키 이론

   2장 수상스키 역사 및 특성

p1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쪽지시험

2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에서의 연습

3. 강의 세부내용

  - 수상에서의 연습 단계를 파악하고 한쪽 

스키를 신고 물에서 중심을 잡는 방법

과 물 속에서 반대쪽 스키를 신는 방법

을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2장 수상에서의 연습

p44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3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에서의 연습

3. 강의 세부내용

  - 수상에서의 연습 단계를 파악하고 중심

을 잘 잡는 요령에 대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2장 수상에서의 연습

p45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4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에서의 연습

3. 강의 세부내용

  - 수상에서의 연습 단계를 파악하고 스키

를 신은 후 로프를 잡고 물 속에 눕는 

자세를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2장 수상에서의 연습

p46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5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에서의 연습

3. 강의 세부내용

  - 수상에서의 연습 단계를 파악하고 중심

잡기가 쉬워진 경우 발 간격 조정 연습

을 통해 기술을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2장 수상에서의 연습

p47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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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1. 강의주제

  - 수상스키 이론

2. 강의목표

  - 수상스키 역사 및 특성

3. 강의 세부내용

  - 수상스키가 우리나라에 처음 보급된 계

기와 1960년대의 수상스키 역사에 대

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수상스키 이론

   2장 수상스키 역사 및 특성

p1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에서의 연습

3. 강의 세부내용

  - 수상에서의 연습 단계를 파악하고 물 

속에서 당황하는 경우 위험에 노출되

기 때문에 반복 연습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2장 수상에서의 연습

p48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3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지상에서의 연습

3. 강의 세부내용

  - 제3주 2차시부터 제4주 1차시까지의 

실습 내용을 바탕으로 반복 훈련을 통

해 기술을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2장 수상에서의 연습

p44~48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4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보트의 후미에서 스키를 신고 입수하는 

방법에 대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49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5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스키를 물 속에서 신는 방법에 대해 습

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49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5

1

1. 강의주제

  - 수상스키 이론

2. 강의목표

  - 수상스키 역사 및 특성

3. 강의 세부내용

  - 1970년대 이후의 수상스키 역사에 대

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정기과제물 부여

수상스키 이론

   2장 수상스키 역사 및 특성

p1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부여: 

수상스키의 역사 및 용품, 

경기규칙, 기초기술에 

대하여 조사

2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49~50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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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보트의 후미에서 스키를 신고 입수하거

나 입수 후 물 속에서 신는 방법을 반

복 연습하고 스키가 자신의 발에 맞는

지 확인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3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입수 전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처

치해야 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50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4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입수 후 엔진과 가까워지지 않도록 안

전한 위치로 이동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51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5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지상에서 연습한 준비자세를 실제 물 

속에서 적용시켜 기술을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51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6

1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이론

2. 강의목표

  - 수상스키 역사 및 특성

3. 강의 세부내용

  - 수상스키의 장점(전신운동의 효과, 균형 

능력 향상 등)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수상스키 이론

   2장 수상스키 역사 및 특성

p1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제출

2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준비자세를 반복 연습을 통해 숙달시키

고 보트 운전자에게 보내야 할 수신호

에 대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51~52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3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지상에서 연습한 수상스키 자세를 실제 

물 속에서 적용시켜 기술을 습득한다.

4. 강의방법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52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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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4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물살에 주의하며 올바른 수상스키 자세

를 실전 연습을 통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52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5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보트 웨이크(물살) 밖으로 나가지 않는 

방법을 실전 연습을 통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53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7

1 중간고사 - -

2 중간고사 - -

3 중간고사 - -

4 중간고사 - -

5 중간고사 - -

8

1

1. 강의주제

  - 수상스키 이론

2. 강의목표

  - 안전수칙 및 수신호

3. 강의 세부내용

  - 수상스키의 안전수칙(장비 안전 점검 및 

올바른 착용의 중요성, 원활한 의사소

통을 위한 수신호 숙지, 수상스키장에

서의 주의사항, 모터보트 주의사항, 주

위 환경 파악, 수심)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수상스키 이론

   3장 안전수칙 및 수신호

p2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보트 웨이크(물살) 밖으로 나가는 방법

을 실전 연습을 통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53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3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보트 웨이크(물살) 밖으로 나갔다가 다

시 들어오는 방법을 실전 연습을 통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54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4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보트가 회전할 때 웨이크(물살) 안쪽으

로 들어와 자연스럽게 끌려가는 방법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54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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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전 연습을 통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5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제4주 4차시부터 제8주 4차시까지의 

실습 내용을 바탕으로 반복 훈련을 통

해 기술을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49~54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9

1

1. 강의주제

  - 수상스키 이론

2. 강의목표

  - 안전수칙 및 수신호

3. 강의 세부내용

  - 수상스키의 안전수칙(출발 전 줄 점검, 

스키 안전 점검, 신체 주변 점검, 낙수, 

피로감, 시간대, 전후좌우 주시, 모터보

트 엔진 작동 주의사항)에 대해 학습한

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수상스키 이론

   3장 안전수칙 및 수신호

p20~2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바인딩을 신기 전 발에 먼저 물을 적시

는 경우 장점을 파악하고 실전 연습을 

통해 감각을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55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3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바인딩을 자신의 발에 맞게 조절하는 

방법을 실전 연습을 통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55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4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입수 후에 보트 운전자 또는 보조자가 

던져 주는 로프를 잡는 방법을 실전 

연습을 통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57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5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입수 후에 보트 운전자 또는 보조자가 

던져 주는 로프를 잡을 때의 주의사항

(목이나 팔, 다리 등에 감기지 않도록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57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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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에 대해 실전 연습을 통해 습득한

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10

1

1. 강의주제

  - 수상스키 이론

2. 강의목표

  - 안전수칙 및 수신호

3. 강의 세부내용

  - 수상스키의 안전수칙(입수 전 충분한 

준비운동, 예의범절, 모터보트 운전자

와의 의사소통, 넘어진 경우에 대처사

항, 날씨 관련)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쪽지시험

수상스키 이론

   3장 안전수칙 및 수신호

p2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쪽지시험

2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입수 후에 보트 운전자 또는 보조자가 

던져 주는 로프를 잡고 수상스키 가운

데에 오도록 하는 방법을 실전 연습을 

통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58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3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로프가 가운데로 온 경우 모터보트가 

끌어주는 대로 준비자세를 취했을 때 

팔을 굽히지 않는 방법을 실전 연습을 

통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58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4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물에서 부상 후에는 몇초간 몸 전체의 

균형을 잡으며 물살에 익숙해지는 방

법을 실전 연습을 통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59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5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시선 및 엉덩이를 가고자 하는 방향으

로 틀어주는 방법을 실전 연습을 통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59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11 1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이론

2. 강의목표

  - 안전수칙 및 수신호

수상스키 이론

   3장 안전수칙 및 수신호

p2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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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 세부내용

  - 수상스키의 수신호 중 속도를 올리는 

수신호, 속도를 내리는 수신호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2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보트 웨이크(물살) 안으로 들어오는 방

법을 실전 연습을 통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60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3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보트 웨이크(물살) 밖으로 나가는 방법

을 실전 연습을 통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60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4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보트 웨이크(물살) 밖으로 나갔다가 다

시 돌아오는 방법을 실전 연습을 통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61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5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보트 운전자의 지시하에 슬라롬 기술

(우측)을 실전 연습을 통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61~63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12

1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이론

2. 강의목표

  - 안전수칙 및 수신호

3. 강의 세부내용

  - 수상스키의 수신호 중 선착장으로 돌아

가는 수신호, 그만 타고 싶을 때의 수

신호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수상스키 이론

   3장 안전수칙 및 수신호

p2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보트 운전자의 지시하에 슬라롬 기술

(좌측)을 실전 연습을 통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61~63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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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체중을 왼발로 옮겨 균형 잡는 방

법을 실전 연습을 통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63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4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투스키가 자유로워진 경우 원스키를 통

해 기술을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63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5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왼발에 무게 중심을 두고 오른발을 들

었다 놨다 하며 균형 잡는 방법을 실

전 연습을 통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64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13

1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이론

2. 강의목표

  - 안전수칙 및 수신호

3. 강의 세부내용

  - 수상스키의 수신호 중 멈추는 수신호, 

돌아가자는 수신호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정기과제물 부여

수상스키 이론

   3장 안전수칙 및 수신호

p2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부여: 

수상스키와 수상안전에 

대하여

2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오른쪽 다리를 살짝 바깥쪽으로 틀어 

스키가 벗겨지기 쉽도록 하는 방법을 

실전 연습을 통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64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3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한 쪽 스키를 벗은 후 다른쪽 발은 바

로 스키에 올리지 않고 보트를 따라오

면서 어느정도 균형이 유지되도록 실전 

연습을 통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65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4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65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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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한 쪽 스키를 벗은 후 벗은 발을 자연

스럽게 바인더에 끼우는 방법을 실전 

연습을 통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5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한 쪽 스키를 벗은 후 벗은 발을 자연

스럽게 바인더에 끼워 중심 잡는 방법

을 실전 연습을 통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66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14

1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이론

2. 강의목표

  - 안전수칙 및 수신호

3. 강의 세부내용

  - 제11주 1차시부터 제13주 1차시까지의 

이론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신호에 

대한 반복 학습을 통해 실전에서 각각

의 상황에 따른 빠른 대처 능력을 학습

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수상스키 이론

   3장 안전수칙 및 수신호

p22~2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제출

2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한 쪽 스키를 벗은 후 벗은 발을 자연

스럽게 바인더에 끼워넣고 중심을 잡기 

편해진 경우 슬라롬 기술(우측)을 실전 

연습을 통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66~67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3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한 쪽 스키를 벗은 후 벗은 발을 자연

스럽게 바인더에 끼워넣고 중심을 잡기 

편해진 경우 슬라롬 기술(좌측)을 실전 

연습을 통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66~67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4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로프의 바를 잡는 방법을 숙지하고 팔

이 불편하거나 어떤 동작을 해야하는 

경우 바에 팔을 끼워 타는 방법을 실

전 연습을 통해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67~68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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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강의주제

  - 수상스키의 실제

2. 강의목표

  - 수상스키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제9주 2차시부터 제14주 4차시까지의 

실습 내용을 바탕으로 반복 훈련을 통

해 기술을 습득한다.

4. 강의방법

  - 실습(교재, 실습 기자재 활용)

수상스키의 실제

   3장 수상스키의 실제

p67~68

- 실습: Two 스키, 로프 및 

핸들, 라이프 자켓, 모터보트

15

1 기말고사 - -

2 기말고사 - -

3 기말고사 - -

4 기말고사 - -

5 기말고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