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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목명 트레이닝론 학 점 3 교·강사명

강의시간 3시간 이론 / 실습 이론 전화번호

학습목표

  트레이닝의 기초와 개념을 이해시키고, 그 기초적인 개념으로 트레이닝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자 하고 자신의 기본 신체조적을 이해하여 건강과 체력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지도자로서 운동선수의 체력과 특

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경기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재 및 참고문헌

체력 및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 방법론 / 대경북스 / 김창국, 박상용 / 2017

체력 트레이닝론 / 대경북스 / 홍관이. 장재훈, 허선 / 2017

성적평가방법

정기평가(%) 수시시험(%) 과제물(%) 수업참여도(%) 기타

(그 밖에 

평가요소)

(%)

합계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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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돌발)

퀴즈

복습

시험
기타 리포트 번역

팀 

과제
기타 출석

토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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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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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의견

(방)

학습

계획

서

기타

30 30 5 10 20 5 100

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차
차

시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 

주

1

1. 강의주제

  - 트레이닝의 과학적 접근

2. 강의목표

  - 트레이닝론의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체력요소, 트레이닝 구성요서, 트레이너  

    빌리티, 트레이닝의 특성과 원칙에 대  

    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체력 및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방법론

제1부 트레이닝의 과학적 기초이론

   1장. 트레이닝의 과학적 접근

p26~3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트레이닝의 과학적 접근

2. 강의목표

  - 트레이닝 프로그램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트레이닝의 처방과 계획 수립 방법, 실  

    제와 평가방법을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체력 및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방법론

제1부 트레이닝의 과학적 기초이론

   1장. 트레이닝의 과학적 접근

p34~4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트레이닝의 과학적 접근

2. 강의목표

  - 신체의 구조와 기능 발육발달의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신체기관의 통합메카니즘, 발율발달에  

    따른 트레이닝 방법, 에너지원을 이해  

    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체력 및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방법론

제1부 트레이닝의 과학적 기초이론

   1장. 트레이닝의 과학적 접근

p41~6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제 2 

주
1

1. 강의주제

  - 움직임의 특성과 메카니즘

교재1. 체력 및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방법론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
S
ID
ab
cd
e
f_
:M
S
_0
00
1
M
S
_0
0
01

2. 강의목표

  - 움직임의 특성과 메카니즘의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움직임의 특성과 걷기, 달리기, 뛰기,   

    던지기의 메커니즘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1부 트레이닝의 과학적 기초이론

   2장. 움직임의 특성과 메카니즘

p72~91

2

1. 강의주제

  - 트레이닝의 과학적 이론

2. 강의목표

  - 트레이닝의 종류와 방법의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크로스, 스터빌리티, 프라이오메트릭,  ,  

   스프린트트레이닝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체력 및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방법론

제1부 트레이닝의 과학적 기초이론

   3장. 트레이닝의 종류와 방법

p96~12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트레이닝의 종류와 방법

2. 강의목표

  - 트레이닝의 종류와 방법이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레지스티드, 웨이트, 서킷, 어에로빅스,  

   인터벌 트레이닝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체력 및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방법론

제1부 트레이닝의 과학적 기초이론

   3장. 트레이닝의 종류와 방법 

p129~14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제 3 

주

1

1. 강의주제

  - 트레이닝 지도자의 역할 및 계획

2. 강의목표

  - 트레이닝 지도자의 역할 및 계획의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트레이닝 지도자의 정의, 역할, 업무와  

    자질, 지식과 규칙 등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쪽지시험

체력 및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방법론

제1부 트레이닝의 과학적 기초이론

   4장. 트레이닝 지도자의 역할 

p152~16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쪽지시험: 서키트 트레이닝의 

효과적인 실시 방법은?

2

1. 강의주제

  - 효율적인 트레이닝 방법 

2. 강의목표

  - 효율적인 트레이닝 방법을  이해하고   

    현장 적용

3. 강의 세부내용

  - 서킷트 트레이닝 영상 감상 

4. 강의방법

  - 강의(학습자료, PPT)

체력 및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방법론

제1부 트레이닝의 과학적 기초이론

* 서킷트 트레이닝 참고자료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학습자

료

3

1. 강의주제

  - 트레이닝 계획

2. 강의목표

  - 트레이닝 계획의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트레이닝의 정의와 원칙, 트레이닝 계  

    획 수립 및 기간 나누기 등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체력 및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방법론

제1부 트레이닝의 과학적 기초이론

   5장. 트레이닝 계획

p170~18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제 4 

주
1

1. 강의주제

  - 근력트레이닝의 효과와 프로그램

2. 강의목표

  - 근력 트레이닝의 효과와 조건 설정의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체력 및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방법론

제2부 트레이닝의 방법

   6장. 근력 트레이닝의 효과와  

        프로그램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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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선수와 일반인의 트레이닝 효과,  

    근력트레이닝 프로그램 조건의 설정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192~210

2

1. 강의주제

  - 파워와 파워향상 트레이닝의 프로그램 

2. 강의목표

  - 파워향상 트레이닝의 효과와 조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와 일상생활동작에서의 파워, 힘

을내는 속도, 파워 측정, 파워향상 트레

이닝의 응용 등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체력 및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방법론

제2부 트레이닝의 방법

   7장. 파워와 파워향상 트레이

닝 프로그램

p214 ~ 23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지구력과 지구력향상 트레이닝 프로그램

2. 강의목표

  - 지구력의 이해와 지구력 향상 프로그램

의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유산소 지구력향상 트레이닝의 변화, 

무산소 지구력향상 트레이닝의 효과, 

지구력향상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학습

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체력 및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방법론

제2부 트레이닝의 방법

   8장. 지구력과 지구력 향상 

트레이닝 프로그램

p232 ~ 24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제 5 

주

1

1. 강의주제

  - 유연성과 스트레칭

2. 강의목표

  - 유연성과 스트레칭의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유연성, 스트레칭의 정의와 맨손저항 

스트레칭방법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정기과제물 부여

교재1. 체력 및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방법론

제2부 트레이닝의 방법

   9장. 유연성과 스트레칭

p262 ~ 26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부여: 

서키트 트레이닝의 효과와 특징,  

방법 조사(한 과목)

2

1. 강의주제

  - 스피드, 민첩성향상 트레이닝 프로그램 

2. 강의목표

  - 스피드와 민첩성 향상방법의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스피드와 민첩성 향상시키는 요인, 기

초근력 최대근력 및 파워의 향상, 코어

스트렝스의 중요성, 스피드, 민첩성향

상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체력 및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방법론

제2부 트레이닝의 방법

   10장. 스피드, 민첩성과 스피

드, 민첩성향상 트레이

닝 프로그램

p248~26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워밍업과 쿨링다운

2. 강의목표

  -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의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워밍업의 효과, 워밍업의 분류, 워밍업

의 실제, 쿨링다운의 효과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체력 및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방법론

제2부 트레이닝의 방법

   11장. 워밍업과 쿨링다운

p272 ~ 27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제 6 

주
1

1. 강의주제

  - 특수집단을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 

교재1. 체력 및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방법론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
S
ID
ab
cd
e
f_
:M
S
_0
00
1
M
S
_0
0
01

2. 강의목표

  - 대사중후근에 대한 트레이닝방법의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내장지방, 2형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환자에 대한 트레이닝 법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2부 트레이닝의 방법

   12장. 특수집단을 위한  트레

이닝 프로그램

p278 ~ 286

- 정기과제물 제출

2

1. 강의주제

  - 특수집단을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 

2. 강의목표

  - 고령자에 대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고령에 의한 신체기능의 변화, 위험요

인, 고령자의 트레이닝 프로그램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체력 및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방법론

제2부 트레이닝의 방법

   12장. 특수집단을 위한  트레

이닝 프로그램

p292~29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특수집단을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 

2. 강의목표

  - 임산부와 어린이에 대한 트레이닝 프로

그램의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임산부와 어린이의 신체기능의 변화, 

발육발달과 근력 트레이닝 프로그램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체력 및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방법론

제2부 트레이닝의 방법

   12장. 특수집단을 위한  트레

이닝 프로그램

p302~30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제 7 

주

1 중간고사 - -

2 중간고사 - -

3 중간고사 - -

제 8 

주

1

1. 강의주제

  - 상해발생부터 복귀까지의 운동재활프로

그램

2. 강의목표

  - 스포츠 선수의 운동재활 프로그램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선수의 운동재할 방법 및 운동재

활에 필요한 검사에 대한 내용을 학습

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체력 및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방법론

제2부 트레이닝의 방법

   13장. 상해발생부터 복귀까지

의 운동재활프로그램

p310~31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상해발생부터 복귀까지의 운동재활프로

그램

2. 강의목표

  - 운동재활 프로그램의 작성

3. 강의 세부내용

  - 운동재활 프고그램 중 치유과정의 이

해, 단계적 운동 프로그램의 작성에 대

한 내용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체력 및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방법론

제2부 트레이닝의 방법

   13장. 상해발생부터 복귀까지

의 운동재활프로그램

p313~31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상해발생부터 복귀까지의 운동재활프로그램

2. 강의목표

  - 운동 재활 프로그램이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운동재활 프고그램 중 관절가동범위 회

복훈련, 근력향상 훈련, 전신지구력, 민

첩성, 밸런스 훈련 및 시기에 따른 단계

교재1. 체력 및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방법론

제2부 트레이닝의 방법

   13장. 상해발생부터 복귀까지

의 운동재활프로그램

p313~32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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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운동재활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 9 

주

1

1. 강의주제

  - 트레이닝의 외적요인

2. 강의목표

  - 트레이닝과 영양의 관계

3. 강의 세부내용

  - 영양과 운동능력, 영양의 결핍, 영양의 

과잉, 트레이닝시 영양의 실용상 원칙, 

운동기능 향상보조제 등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2. 체력 트레이닝론 

6장. 트레이닝의 외적요인

   1. 영양

    1) 영양과 운동능력

    2) 영양의 결핍

    3) 영양의 과잉

    4) 트레이닝을 위한 영양의 

실용상 원칙

    5) 운동기능 향상보조제

p208~22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트레이닝의 외적요인

2. 강의목표

  - 트레이닝과 기온의 관계

3. 강의 세부내용

  - 고체온증, 저체온증, 운동에대한 체온반

응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2. 체력 트레이닝론 

6장. 트레이닝의 외적요인

   2. 기온

    1) 고체온증

    2) 저체온증

    3) 운동에 대한 체온 반응

p223~22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트레이닝의 외적요인

2. 강의목표

  - 트레이닝과 기타외적 관계

3. 강의 세부내용

  - 고지대 환경에서의 심폐기능, 단시간 

무산소 운동수행력, 장시간 유산소 운

동수행력 및 기타외적요인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2. 체력 트레이닝론

6장. 트레이닝의 외적요인

   3. 고도

    1) 고지대 환경에서의 심폐기능

    2) 단시간 무산소성 운동수행력

    3) 장시간 유산소성 운동수행력

   4. 기타외적 요인

p229~23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제 10 

주

1

1. 강의주제

  - 근력 트레이닝의 방법

2. 강의목표

  - 근력 트레이닝(웨이트 트레이닝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반복횟수와 세트, 자극을 위한 강도, 지

속시간, 빈도, 휴식시간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쪽지시험

교재2. 체력 트레이닝론

4장. 행동체력 트레이닝 방법

   1. 근력 트레이닝의 원리와 

방법

    5) 근력 트레이닝의 방법

p102~10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쪽지시험: 웨이트 트레이닝의 

효과적인 실시 방법은?

2

1. 강의주제

  - 근력 트레이닝의 방법

2. 강의목표

  - 근력 트레이닝(웨이트 트레이닝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근력(웨이트 트레이닝)에 이용하는 기

본운동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2. 체력 트레이닝론 

4장. 행동체력 트레이닝 방법

   1. 근력 트레이닝의 원리와 

방법

    6) 근력 트레이닝에 이용하

는 기본운동

p108~12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근력 트레이닝의 방법

2. 강의목표

  - 근력 트레이닝(웨이트 트레이닝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1회, 1일, 1주간, 연간 트레이닝 진행방

교재2. 체력 트레이닝론 

4장. 행동체력 트레이닝 방법

   1. 근력 트레이닝의 원리와 방법

    7) 근력 트레이닝의 진행방법

p124~12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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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 11 

주

1

1. 강의주제

  - 오버 트레이닝

2. 강의목표

  - 오버 트레이닝의 오류와 해결책

3. 강의 세부내용

  - 트레이닝 오류, 과도한 트레이닝과 면

역체계, 과응보상 사이클, 만성근육통 

등에 대한내용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2. 체력 트레이닝론

7장. 오버 트레이닝

   1. 오버 트레이닝

   2. 트레이닝 오류와 해결책

    1) 트레이닝 오류

    2) 과도한 트레이닝고 면역

체계

    3) 과잉보상 사이클

    4) 만성근육통

p238~24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오버 트레이닝

2. 강의목표

  - 오버 트레이닝의 오류와 해결책

3. 강의 세부내용

  - 디트레이닝, 오버 트레이닝의 해소 및 

예방법 내용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2. 체력 트레이닝론

7장. 오버 트레이닝

   2. 트레이닝 오류와 해결책

    5) 디트레이닝

    6) 오버 트레이닝의 해소

    7) 오버 트레이닝의 예방

p243~24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오버 트레이닝

2. 강의목표

  - 상해 치료법

3. 강의 세부내용

  - 골절 및 정형외과적 질환치료법 내용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2. 체력 트레이닝론

7장. 오버 트레이닝

   3. 상해 치료법

    1) 골절

    2) 정형외과적 질환 치료법

p245~24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제 12 

주

1

1. 강의주제

  - 트레이닝지도에서의 측정과평가

2. 강의목표

  - 체력 측정과 평가에 대한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체력 측정평가의 정의와 목적을 숙지하

도록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체력 및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방법론

제3부 체력 및 트레이닝 효과의 

측정과 평가

   14장. 트레이닝효과의 측정과 

평가 

p332~33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트레이닝지도에서의 측정과평가

2. 강의목표

  - 측정 평가의 단계구분 이해 및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사전평가, 형성평가, 사후 평가 구분하

여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체력 및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방법론

제3부 체력 및 트레이닝 효과의 

측정과 평가

   14장. 트레이닝효과의 측정과 

평가 

p33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트레이닝지도에서의 측정과평가

2. 강의목표

  - 측정에 대한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측정의 조건, 측정치와 측정오차, 테스

트의 관리와 순서를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체력 및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방법론

제3부 체력 및 트레이닝 효과의 

측정과 평가

   14장. 트레이닝효과의 측정과 

평가 

p335 ~33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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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주

1

1. 강의주제

  - 트레이닝지도에서의 측정과평가

2. 강의목표

  - 측정과 평가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형태와 체성분 측정(길이, 너비, 무게, 둘

레, 체지방률, 피하지방두께, 제지방과 

체중)과 평가를 실제적으로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정기과제물 부여

체력 및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방법론

제3부 체력 및 트레이닝 효과의 

측정과 평가

   14장. 트레이닝효과의 측정과 

평가 

p338~33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부여: 웨이트 트레

이닝의 효과와 특징, 방법 조사

(한 과목)

2

1. 강의주제

  - 트레이닝지도에서의 측정과평가

2. 강의목표

  - 측정과 평가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근력 근파워(등속근력, 동적 외부저항, 

최대중량)의 측정과 평가를 실제적으로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체력 및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방법론

제3부 체력 및 트레이닝 효과의 

측정과 평가

   14장. 트레이닝효과의 측정과 

평가 

p340~34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트레이닝지도에서의 측정과평가

2. 강의목표

  - 측정과 평가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점프력(수직뛰기, 멀리뛰기, 다리근력)과 

스프린트(스토워치와 전광판, 피치와 스

트라이트)의 측정과 평가를 실제적으로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체력 및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방법론

제3부 체력 및 트레이닝 효과의 

측정과 평가

   14장. 트레이닝효과의 측정과 

평가 

p343~34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제 14 

주

1

1. 강의주제

  - 트레이닝지도에서의 측정과평가

2. 강의목표

  - 측정과 평가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민첩성 평가(T테스트, 일리노이 어질리

티 테스트 등)를 실제적으로 실시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체력 및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방법론

제3부 체력 및 트레이닝 효과의 

측정과 평가

   14장. 트레이닝효과의 측정과 

평가 

p34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제출

2

1. 강의주제

  - 트레이닝지도에서의 측정과평가

2. 강의목표

  - 측정과 평가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유연성 평가(SLR 다리바로 들어올리기, 

윗몸 앞으로 굽히기 등)를 실제적으로 

실시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체력 및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방법론

제3부 체력 및 트레이닝 효과의 

측정과 평가

   14장. 트레이닝효과의 측정과 

평가 

p34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트레이닝지도에서의 측정과평가

2. 강의목표

  - 측정과 평가의 실제

3. 강의 세부내용

  - 지구력 평가(위게스트 테스트, 자전거 

에르고미터)를 실제적으로 실시한다.

4. 강의방법

체력 및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방법론

제3부 체력 및 트레이닝 효과의 

측정과 평가

   14장. 트레이닝효과의 측정과 

평가 

p34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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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교재, PPT 활용)

제 15 

주

1 기말고사 - -

2 기말고사 - -

3 기말고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