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조 K짐스타 프로그램 및 키즈스쿨 운영사업 수업일지
일시

2020년 08월 01일 토요일

분야

(남자)기계체조

11시 ~ 13시 2시간 프로그램 운영

책임 지도자: 손 재 호

지도자
보조 지도자: 양 광 진

장

소

참가자 수

서울영남중학교 꿈나무관
16명
실시함 ☑

안전교육 실시여부 및 내용:
가. 운동 시작 전.후 충분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실시.
나. 지도자의 승인 후 기구 사용하기.
다. 훈련중에는 지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신발을 신고 매트나 기구에 올라가지 않는다.
마. 트램폴린에 여러명이 올라가지 말것.
1. 수업목적.

ㅇ k짐스타를 통해 기계체조에 대한 주체성을 향상 시키고 몸을 움직이면서
재미와 흥미를 느낄수 있도록 지도하고 체계적인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성취감과 동기유발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이있다.
2. 수업내용.
시간
11:00 11:20
11:20 -

수업내용

(서울시) k짐스타 수업 운영 계획서
- 출석체크, 몸상태(컨디션) 확인.
안전교육 설명 및 준비운동 예정.
- 유연성 및 마루 기초점프동작 습득 예정.
- 1. 레벨업 스타트 1-1, 1-2, 1-3, 1-4 연결동작.

12:00

- 2. 레벨업 스타트 2-1, 2-2, 2-3, 2-4 연결동작.

12:00 -

휴

12:10
12:10 -

식

1. 마루.
ㅇ 제자리 점프 후 착지자세 교정.
ㅇ 앞구르기. 뒤구리기 습득.

12:25

ㅇ 물구나무 서기.
ㅇ 2인 1조로 유연성 하기.

12:25 12:40
12:40 12:55
12:55 13:10

2. 장매물 넘기.
ㅇ 마루에서 장애물 넘기, 뛰어서 매트에서 앞구르기.
3. 트램폴린, 늑목.
ㅇ 점프 감각 익히기, 연속 점프하기.
ㅇ 늑목 올라타기.
- 정리운동 및 몸상태(부상)확인. 학부모 개인면담.

수업사진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체조 k짐스타 프로그램 및
키즈 스쿨 운영사업 서울 대동초, 영남중 방역 관리
1. 출입구에서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특이사항

2.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3. 시설, 체조 기구 소독 및 환기 실시.
4. 마스크 착용 및 개인용품 사용권고, 공동물품 제공시 소독 철저.
5.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유지
6.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전화번호,)작성 관리.
7. 회원수가 10명이 넘을 경우, 분반하여 수업 진행.

체조 K짐스타 프로그램 및 키즈스쿨 운영사업 수업일지
일시

2020년 08월 8일 토요일

분야

(남자)기계체조

11시 ~ 13시

2시간 프로그램 운영

책임 지도자: 손 재 호

지도자
보조 지도자: 양 광 진

장

소

참가자 수

서울영남중학교 꿈나무관
16명
실시함 ☑

안전교육 실시여부 및 내용:
가. 운동 시작 전.후 충분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실시.
나. 지도자의 승인 후 기구 사용하기.
다. 훈련중에는 지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신발을 신고 매트나 기구에 올라가지 않는다.
마. 트램폴린에 여러명이 올라가지 말것.
1. 수업목적.

ㅇ k짐스타를 통해 기계체조에 대한 주체성을 향상 시키고 몸을 움직이면서
재미와 흥미를 느낄수 있도록 지도하고 체계적인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성취감과 동기유발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이있다.
2. 수업내용.
시간
11:00 11:20
11:20 -

(서울시) k짐스타 수업 운영 계획서
- 출석체크, 몸상태(컨디션) 확인.
안전교육 설명 및 준비운동 예정.
- 유연성 및 마루 기초점프동작 습득 예정.
- 1. 레벨업 스타트 1-1, 1-2, 1-3, 1-4 연결동작.

수업내용
12:00

- 2. 레벨업 스타트 2-1, 2-2, 2-3, 2-4 연결동작.

12:00 -

휴

12:10
12:10 12:25
12:25 12:40
12:40 12:55
12:55 13:10

식

1. 마루.
ㅇ 제자리 점프 후 착지자세 교정.
ㅇ 앞구르기. 뒤구리기 습득.
ㅇ 2인 1조로 유연성 하기.
2. 장매물 넘기.
ㅇ 마루에서 장애물 넘기, 뛰어서 매트에서 앞구르기.
3. 트램폴린, 평균대.
ㅇ 점프 감각 익히기, 연속 점프하기.
ㅇ 균형 감각 익히기. 앞으로 걷기, 뒤로 걷기, 점프 착지.
- 정리운동 및 몸상태(부상)확인. 학부모 개인면담.

수업사진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체조 k짐스타 프로그램 및
키즈 스쿨 운영사업 서울 대동초, 영남중 방역 관리
1. 출입구에서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특이사항

2.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3. 시설, 체조 기구 소독 및 환기 실시.
4. 마스크 착용 및 개인용품 사용권고, 공동물품 제공시 소독 철저.
5.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유지
6.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전화번호,)작성 관리.
7. 회원수가 10명이 넘을 경우, 분반하여 수업 진행.

체조 K짐스타 프로그램 및 키즈스쿨 운영사업 수업일지
일시

2020년 08월 12일 수요일

분야

(남자)기계체조

11시 ~ 13시 2시간 프로그램 운영

책임 지도자: 손 재 호

지도자
보조 지도자: 양 광 진

장

소

참가자 수

서울영남중학교 꿈나무관
16명
실시함 ☑

안전교육 실시여부 및 내용:
가. 운동 시작 전.후 충분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실시.
나. 지도자의 승인 후 기구 사용하기.
다. 훈련중에는 지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신발을 신고 매트나 기구에 올라가지 않는다.
마. 트램플린에 여러명이 올라가지 말것.
1. 수업목적.

ㅇ k짐스타를 통해 기계체조에 대한 주체성을 향상 시키고 몸을 움직이면서
재미와 흥미를 느낄수 있도록 지도하고 체계적인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성취감과 동기유발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이있다.
2. 수업내용.
시간
11:00 11:20
11:20 -

수업내용
- 출석체크, 몸상태(컨디션) 확인. 안전교육 설명 및 준비운동.
- 유연성 및 마루 기초점프 동작 연습.
- 1. 레벨업 스타트 1-1, 1-2, 1-3, 1-4 연결동작 설명.

수업내용
12:00

- 2. 레벨업 스타트 2-1, 2-2, 2-3, 2-4 연결동작 설명.

12:00 -

휴

12:10
12:10 -

식

1. 마루.
ㅇ 제자리 점프 후 착지자세 교정.

12:25
12:25 12:40
12:40 12:55
12:55 13:10

ㅇ 앞구르기. 뒤구리기 습득.
2. 트램폴린, 도마.
ㅇ 점프 감각 익히기.
ㅇ 발판 발고 올라가기.
3. 평균대, 철봉
ㅇ 앞으로 걷기, 뒤로 걷기, 점프 착지 자세 교정.
ㅇ 거꾸로 오르기.
- 정리운동 및 몸상태(부상)확인. 학부모 개인면담.

수업사진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체조 k짐스타 프로그램 및
키즈 스쿨 운영사업 서울 대동초, 영남중 방역 관리
1. 출입구에서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특이사항

2.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3. 시설, 체조 기구 소독 및 환기 실시.
4. 마스크 착용 및 개인용품 사용권고, 공동물품 제공시 소독 철저.
5.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유지
6.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전화번호,)작성 관리.
7. 회원수가 10명이 넘을 경우, 분반하여 수업 진행.

체조 K짐스타 프로그램 및 키즈스쿨 운영사업 수업일지
일시

2020년 08월 01일 토요일

분야

(여자)기계체조

11시 ~ 13시 2시간 프로그램 운영

책임 지도자:

지도자
보조 지도자: 박 미 라

장

소

참가자 수

서울영남중학교 꿈나무관
19명
실시함 ☑

안전교육 실시여부 및 내용:
가. 운동 시작 전.후 충분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실시.
나. 지도자의 승인 후 기구 사용하기.
다. 훈련중에는 지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신발을 신고 매트나 기구에 올라가지 않는다.
마. 트램폴린에 여러명이 올라가지 말것.
1. 수업목적.

ㅇ k짐스타를 통해 기계체조에 대한 주체성을 향상 시키고 몸을 움직이면서
재미와 흥미를 느낄수 있도록 지도하고 체계적인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성취감과 동기유발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이있다.
2. 수업내용.
시간
11:00 11:20
11:20 -

수업내용

(서울시) k짐스타 수업 운영 계획서
- 출석체크, 몸상태(컨디션) 확인.
안전교육 설명 및 준비운동 예정.
- 유연성 및 마루 기초점프동작 습득 예정.
- 1. 레벨업 스타트 1-1, 1-2, 1-3, 1-4 연결동작.

12:00

- 2. 레벨업 스타트 2-1, 2-2, 2-3, 2-4 연결동작.

12:00 -

휴

12:10
12:10 -

식

1. 마루.
ㅇ 제자리 점프 후 착지자세 교정.
ㅇ 앞구르기. 뒤구리기 습득.

12:25

ㅇ 물구나무 서기.
ㅇ 2인 1조로 유연성 하기.

12:25 12:40
12:40 12:55
12:55 13:10

2. 장매물 넘기.
ㅇ 마루에서 장애물 넘기, 뛰어서 매트에서 앞구르기.
3. 트램폴린, 늑목.
ㅇ 점프 감각 익히기, 연속 점프하기.
ㅇ 늑목 올라타기.
- 정리운동 및 몸상태(부상)확인. 학부모 개인면담.

수업사진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체조 k짐스타 프로그램 및
키즈 스쿨 운영사업 서울 대동초, 영남중 방역 관리
1. 출입구에서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특이사항

2.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3. 시설, 체조 기구 소독 및 환기 실시.
4. 마스크 착용 및 개인용품 사용권고, 공동물품 제공시 소독 철저.
5.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유지
6.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전화번호,)작성 관리.
7. 회원수가 10명이 넘을 경우, 분반하여 수업 진행.

체조 K짐스타 프로그램 및 키즈스쿨 운영사업 수업일지
일시

2020년 08월 8일 토요일

분야

(여자)기계체조

11시 ~ 13시

2시간 프로그램 운영

책임 지도자:

지도자
보조 지도자: 박 미 라

장

소

참가자 수

서울영남중학교 꿈나무관
19명
실시함 ☑

안전교육 실시여부 및 내용:
가. 운동 시작 전.후 충분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실시.
나. 지도자의 승인 후 기구 사용하기.
다. 훈련중에는 지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신발을 신고 매트나 기구에 올라가지 않는다.
마. 트램폴린에 여러명이 올라가지 말것.
1. 수업목적.

ㅇ k짐스타를 통해 기계체조에 대한 주체성을 향상 시키고 몸을 움직이면서
재미와 흥미를 느낄수 있도록 지도하고 체계적인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성취감과 동기유발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이있다.
2. 수업내용.
시간
11:00 11:20
11:20 -

(서울시) k짐스타 수업 운영 계획서
- 출석체크, 몸상태(컨디션) 확인.
안전교육 설명 및 준비운동 예정.
- 유연성 및 마루 기초점프동작 습득 예정.
- 1. 레벨업 스타트 1-1, 1-2, 1-3, 1-4 연결동작.

수업내용
12:00

- 2. 레벨업 스타트 2-1, 2-2, 2-3, 2-4 연결동작.

12:00 -

휴

12:10
12:10 12:25
12:25 12:40
12:40 12:55
12:55 13:10

식

1. 마루.
ㅇ 제자리 점프 후 착지자세 교정.
ㅇ 앞구르기. 뒤구리기 습득.
ㅇ 2인 1조로 유연성 하기.
2. 장매물 넘기.
ㅇ 마루에서 장애물 넘기, 뛰어서 매트에서 앞구르기.
3. 트램폴린, 평균대.
ㅇ 점프 감각 익히기, 연속 점프하기.
ㅇ 균형 감각 익히기. 앞으로 걷기, 뒤로 걷기, 점프 착지.
- 정리운동 및 몸상태(부상)확인. 학부모 개인면담.

수업사진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체조 k짐스타 프로그램 및
키즈 스쿨 운영사업 서울 대동초, 영남중 방역 관리
1. 출입구에서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특이사항

2.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3. 시설, 체조 기구 소독 및 환기 실시.
4. 마스크 착용 및 개인용품 사용권고, 공동물품 제공시 소독 철저.
5.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유지
6.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전화번호,)작성 관리.
7. 회원수가 10명이 넘을 경우, 분반하여 수업 진행.

체조 K짐스타 프로그램 및 키즈스쿨 운영사업 수업일지
일시

2020년 08월 12일 수요일

분야

(여자)기계체조

11시 ~ 13시 2시간 프로그램 운영

책임 지도자:

지도자
보조 지도자: 박 미 라

장

소

참가자 수

서울영남중학교 꿈나무관
19명
실시함 ☑

안전교육 실시여부 및 내용:
가. 운동 시작 전.후 충분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실시.
나. 지도자의 승인 후 기구 사용하기.
다. 훈련중에는 지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신발을 신고 매트나 기구에 올라가지 않는다.
마. 트램플린에 여러명이 올라가지 말것.
1. 수업목적.

ㅇ k짐스타를 통해 기계체조에 대한 주체성을 향상 시키고 몸을 움직이면서
재미와 흥미를 느낄수 있도록 지도하고 체계적인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성취감과 동기유발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이있다.
2. 수업내용.
시간
11:00 11:20
11:20 -

수업내용
- 출석체크, 몸상태(컨디션) 확인. 안전교육 설명 및 준비운동.
- 유연성 및 마루 기초점프 동작 연습.
- 1. 레벨업 스타트 1-1, 1-2, 1-3, 1-4 연결동작 설명.

수업내용
12:00

- 2. 레벨업 스타트 2-1, 2-2, 2-3, 2-4 연결동작 설명.

12:00 -

휴

12:10
12:10 -

식

1. 마루.
ㅇ 제자리 점프 후 착지자세 교정.

12:25
12:25 12:40
12:40 12:55
12:55 13:10

ㅇ 앞구르기. 뒤구리기 습득.
2. 트램폴린, 도마.
ㅇ 점프 감각 익히기.
ㅇ 발판 발고 올라가기.
3. 평균대, 철봉
ㅇ 앞으로 걷기, 뒤로 걷기, 점프 착지 자세 교정.
ㅇ 거꾸로 오르기.
- 정리운동 및 몸상태(부상)확인. 학부모 개인면담.

수업사진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체조 k짐스타 프로그램 및
키즈 스쿨 운영사업 서울 대동초, 영남중 방역 관리
1. 출입구에서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특이사항

2.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3. 시설, 체조 기구 소독 및 환기 실시.
4. 마스크 착용 및 개인용품 사용권고, 공동물품 제공시 소독 철저.
5.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유지
6.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전화번호,)작성 관리.
7. 회원수가 10명이 넘을 경우, 분반하여 수업 진행.

체조 K짐스타 프로그램 및 키즈스쿨 운영사업 수업일지
일시

2020년 08월 22일 토요일

분야

기계체조 (남자, 여자)

1시간 프로그램 운영

책임 지도자: 손 재 호

지도자

지도자: 양 광 진
보조 지도자: 박 미 라

장

소

참가자 수

홈트레이닝 (자택)
35명
안전교육 실시여부 및 내용:

실시함 ☑

가.매일 본인의 발열,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확인 및 체크하기.
나.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다.홈트레이닝을 할 때는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한 뒤에 운동을 실시한다.
라.홈트레이닝을 할 때는 주변에 사람이 오지 않게 부모님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
다.
마.홈트레이닝 운동을 마치고 본인이 사용한 각종 운동 기구를 깨끗이 정리한다.
1. 수업목적.
ㅇ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가볍게 집에서 접 할
수 있는 k짐스타 프로그램이 제격이다.
다양한 레벨을 통해 반복 운동, 버티기 운동, 감각 운동, 근육을 자극 할 수 있는 여
러 프로그램이 준비 되어있다.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한다면 그 운동 효
과는 배가 될 수가 있다.
2. 수업내용.

수 업 내 용: 스트레칭

수업내용

1.목 스트레칭하기
ㅇ 양손으로 머리를 숙인채 눌러주기.
ㅇ 양쪽 엄지손가락을 턱에 대고 목뒤로 젖히기.
ㅇ 한손으로 머리를 옆으로 젖히기.(좌, 우)

2.옆구리 스트레칭
ㅇ 양팔을 들어 깍지를 낀 상태에서 옆으로 젖히기.(좌 우)

3.허벅지 스트레칭
ㅇ 다리모아 손바닥 짚고 가슴닿기.
ㅇ 다리벌려 손바닥 짚고 가슴닿기.
ㅇ 다리벌려 한쪽다리 손바닥 짚고 가슴닿기. (양쪽 다리)

목 스트레칭

옆구리 스트레칭

수업사진

허벅지 스트레칭

특이사항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체조 k짐스타 프로그램 및 키즈 스쿨
운영사업은 홈트레이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체조 K짐스타 프로그램 및 키즈스쿨 운영사업 수업일지
일시

2020년 08월 26일 수요일

분야

기계체조 (남자, 여자)

1시간 프로그램 운영

책임 지도자: 손 재 호

지도자

지도자: 양 광 진
보조 지도자: 박 미 라

장

소

참가자 수

홈트레이닝 (자택)
35명
안전교육 실시여부 및 내용:

실시함 ☑

가.매일 본인의 발열,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확인 및 체크하기.
나.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다.홈트레이닝을 할 때는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한 뒤에 운동을 실시한다.
라.홈트레이닝을 할 때는 주변에 사람이 오지 않게 부모님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
다.
마.홈트레이닝 운동을 마치고 본인이 사용한 각종 운동 기구를 깨끗이 정리한다.
1. 수업목적.
ㅇ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가볍게 집에서 접 할
수 있는 k짐스타 프로그램이 제격이다.
다양한 레벨을 통해 반복 운동, 버티기 운동, 감각 운동, 근육을 자극 할 수 있는 여
러 프로그램이 준비 되어있다.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한다면 그 운동 효
과는 배가 될 수가 있다.
2. 수업내용.

수 업 내 용: 짝체조
1.무릎 펴 앉아 손 당기기

수업내용

ㅇ 2명이서 자리에 앉아 서로 발바닥을 마주하고 므릎 펴 앉은다.
ㅇ 손을 마주 자고 가볍게 당겨준다
2.다리 벌려 앉아 손 당기기
ㅇ 2명이서 마주 보고 앉는다.
ㅇ 상대의 발목에 발을 대고 손을 마주 잡고 가볍게 당겨준다.
3.손을 마주 잡고 산 모양 만들기.
ㅇ 2명이서 마주 보고 앉아 양손을 잡는다.
ㅇ 한발를 뻗어 발바닥을 마주 대고 들어올리고, 다른 발을 들어올려서 산 모양을
만든다.
4.윗몸 일으키기
ㅇ앞 사람은 상대의 발등 위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 종아리응 잡아당겨 정강이가
자

신의 등에

닿을 수 있도록 한다.
ㅇ 상대의 윗몸 일으키기 동작에 맞춰 앞사람은 힘껏 종아리를 당겨 상대가 일어
설

수 있도록

한다.
5.바닥에 누워 산 모양 만들기

ㅇ 2명이서 바닥에 누워 발바닥을 마주 대고 가볍게 들어 올린다.
ㅇ 양발을 높게 들어 올려 산 모양을 만든다.
ㅇ 산 모양을 만든 다음엔, 다리를 구부리며 자전거 타기 동작을 한다.
6.어깨 마주 잡고 놀러주기.
ㅇ 서로 상대의 어깨를 마주 잡고 앞으로 엎드린다.
ㅇ 몸을 좌우로 비틀어준다.
7.옆으로 손 마주 잡고 당기기.
ㅇ 2명이서 양손을 마주 잡고 옆으로 나란이 선다.
ㅇ 바깥 쪽에 있는 발을 구부리며, 안쪽에 있는 발을 뻗어 양팔을 당겨준다.
ㅇ 한쪽 팔을 머리 위로 넘기며 몸을 비틀어 준다.
8.몸 비틀어 박수치기.
ㅇ 서로 등을 대고 한 걸음 떨어져 선다
ㅇ 몸을 좌우로 비틀어 마주 보며 박수를 친다.

수업사진

특이사항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체조 k짐스타 프로그램 및 키즈 스쿨
운영사업은 홈트레이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체조 K짐스타 프로그램 및 키즈스쿨 운영사업 수업일지
일시

2020년

8월

1일

분야

토요일

09시 ~

10시

리듬체조
책임지도자: 신이수

지도자
보조지도자:
장소
참가자 수

강서구 발산 비룡체육관
9명
안전교육 실시여부 및 내용

실시함

시설 사용 안내 및 수업 주의 사항 전달

수업내용
수업내용

손목, 무릎, 발목을 충분히 풀어준다
running, 다리모아 제자리 점프, 간단한 스트레칭
기본기: 발끝 유연성, 오른발 왼발 앞으로 스트레칭, 사이드 스트레칭, 허리 스트레칭
다리차기 앞, 옆, 뒤 - 오른발 왼발
센터:바르게 걷기, 업걷기, 여러 가지 스텝, 팟세 바란스, 팟세 턴, 쉐네쉐네턴
A난도 점프, A난도 바란스.
볼 바운스 지도

수업사진

학생별 신체를 파악하고 자세 바르게 지도
특이사항

□

체조 K짐스타 프로그램 및 키즈스쿨 운영사업 수업일지
일시

2020년

8월

1일

분야

토요일

10시 ~

11시

리듬체조
책임지도자: 신이수

지도자
보조지도자:
장소
참가자 수

강서구 발산 비룡체육관
6명
안전교육 실시여부 및 내용

실시함

시설 사용 안내 및 수업 주의 사항 전달

수업내용
수업내용

손목, 무릎, 발목을 충분히 풀어준다
running, 다리모아 제자리 점프, 간단한 스트레칭
기본기: 발끝 유연성, 오른발 왼발 앞으로 스트레칭, 사이드 스트레칭, 허리 스트레칭
다리차기 앞, 옆, 뒤 - 오른발 왼발
센터:바르게 걷기, 업걷기, 여러 가지 스텝, 팟세 바란스, 팟세 턴, 쉐네쉐네턴
A난도 점프, A난도 바란스.
볼 바운스 지도

수업사진

학생별 신체를 파악하고 자세 바르게 지도
특이사항

□

체조 K짐스타 프로그램 및 키즈스쿨 운영사업 수업일지
일시

2020년

8월

8일

분야

토요일

9시 ~

10시

리듬체조
책임지도자: 신이수

지도자
보조지도자:
장소
참가자 수

강서구 발산체육관
3명
안전교육 실시여부 및 내용

실시함

시설 사용 안내 및 수업 주의 사항 전달

수업내용
수업내용

손목, 무릎, 발목을 충분히 풀어준다
running, 다리모아 제자리 점프, 간단한 스트레칭
기본기: 발끝 유연성, 오른발 왼발 앞으로 스트레칭, 사이드 스트레칭, 허리 스트레칭
다리차기 앞, 옆, 뒤 - 오른발 왼발
센터:바르게 걷기, 업걷기, 여러 가지 스텝, 팟세 바란스, 팟세 턴, 쉐네쉐네턴
A난도 점프, A난도 바란스.
볼 굴리기 지도

수업사진

학생별 신체를 파악하고 자세 바르게 지도
특이사항

휴가철로 인해 결석이 많았습니다.

□

체조 K짐스타 프로그램 및 키즈스쿨 운영사업 수업일지
일시

2020년

8월

8일

분야

토요일

10시 ~

11시

리듬체조
책임지도자: 신이수

지도자
보조지도자:
장소
참가자 수

강서구 발산 비룡체육관
7명
안전교육 실시여부 및 내용

실시함

시설 사용 안내 및 수업 주의 사항 전달

수업내용
수업내용

손목, 무릎, 발목을 충분히 풀어준다
running, 다리모아 제자리 점프, 간단한 스트레칭
기본기: 발끝 유연성, 오른발 왼발 앞으로 스트레칭, 사이드 스트레칭, 허리 스트레칭
다리차기 앞, 옆, 뒤 - 오른발 왼발
센터:바르게 걷기, 업걷기, 여러 가지 스텝, 팟세 바란스, 팟세 턴, 쉐네쉐네턴
A난도 점프, A난도 바란스.
볼 굴리기 지도

수업사진

학생별 신체를 파악하고 자세 바르게 지도
특이사항

□

체조 K짐스타 프로그램 및 키즈스쿨 운영사업 수업일지
일시

2020년

8월

분야

12일

수요일

15시 ~

16시

리듬체조
책임지도자: 신이수

지도자
보조지도자:
장소
참가자 수

강서구 발산 비룡체육관
8명
안전교육 실시여부 및 내용

실시함

시설 사용 안내 및 수업 주의 사항 전달

수업내용
수업내용

자리배정 후 손목, 무릎, 발목을 충분히 풀어준다
running, 다리모아 제자리 점프, 간단한 스트레칭
기본기: 발끝 유연성, 오른발 왼발 앞으로 스트레칭, 사이드 스트레칭, 허리 스트레칭
다리차기 앞, 옆, 뒤 - 오른발 왼발
센터:바르게 걷기, 업걷기, 여러 가지 스텝, 팟세 바란스, 팟세 턴, 쉐네쉐네턴
A난도 점프, A난도 바란스. B난도 바란스.
B 난도 바란스

수업사진

학생별 신체를 파악하고 자세 바르게 지도
특이사항

□

체조 K짐스타 프로그램 및 키즈스쿨 운영사업 수업일지
일시

2020년

8월

분야

12일

수요일

16시 ~

17시

리듬체조
책임지도자: 신이수

지도자
보조지도자:
장소
참가자 수

강서구 발산 비룡체육관
8명
안전교육 실시여부 및 내용

실시함

시설 사용 안내 및 수업 주의 사항 전달

수업내용
수업내용

자리배정 후 손목, 무릎, 발목을 충분히 풀어준다
running, 다리모아 제자리 점프, 간단한 스트레칭
기본기: 발끝 유연성, 오른발 왼발 앞으로 스트레칭, 사이드 스트레칭, 허리 스트레칭
다리차기 앞, 옆, 뒤 - 오른발 왼발
센터:바르게 걷기, 업걷기, 여러 가지 스텝, 팟세 바란스, 팟세 턴, 쉐네쉐네턴
A난도 점프, A난도 바란스. B난도 바란스.
B 난도 바란스

수업사진

학생별 신체를 파악하고 자세 바르게 지도
특이사항

□

체조 K짐스타 프로그램 및 키즈스쿨 운영사업 수업일지
일시

2020년

8월

분야

22일

토요일

09시 ~

10시

리듬체조
책임지도자: 신이수

지도자
보조지도자:
장소

홈트레이닝(자택)

참가자 수

15명
안전교육 실시여부 및 내용

실시함

□

1. 외출자제하기
2. 외출시 마스크 필수 착용
3. 외출시 및 외출후 손씻기 손소독하기
◎ 수 업 명
1. 스트레칭 및 앞구르기

수업내용

2. 볼 목뒤로 상체 굴리기
◎ 수업형태
동영상 시청후 따라하기
(수업 내용은 촬영하여 동영상을 보내주었으며 유튜브에도 올려서 공지하였습니다)
◎ 수업내용
제시된 스트레칭을 구령(16박자)을 붙이며 따라하고 구르기와 볼 굴리기는 10회를 연습
하였습니다.

수업사진

특이사항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홈트레이닝 수업 진행

체조 K짐스타 프로그램 및 키즈스쿨 운영사업 수업일지
일시

2020년

8월

분야

29일

금요일

15시 ~

16시

리듬체조
책임지도자: 신이수

지도자
보조지도자:
장소

홈트레이닝(자택)

참가자 수

15명
안전교육 실시여부 및 내용

실시함

□

1. 외출자제하기
2. 외출시 마스크 필수 착용
3. 외출시 및 외출후 손씻기 손소독하기
◎ 수 업 명
1 스트레칭 및 근력운동

수업내용

2. 엎드려서 볼 전신 굴리기
◎ 수업형태
동영상 시청후 따라하기
(수업 내용은 촬영하여 동영상을 보내주었으며 유튜브에도 올려서 공지하였습니다)
◎ 수업내용
제시된 스트레칭을 구령(16박자)을 붙이며 따라하고 근력운동과 볼 굴리기는 10회를 연
습하였습니다.

수업사진

특이사항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홈트레이닝 수업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