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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행복나눔 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 교실 모집 안내
1. 사업 개요
○ 운영기간: 2022. 6. ~10. (5개월)
○ 운영장소: 개소별 교육 장소 (시·도별 공공스포츠클럽 등) “4. 개소안내” 참조
○ 모집규모: 전국 9개소 (개소당 15명 이하)
○ 참여대상: - 소외계층 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맞벌이 등)
- 고등부를 중심으로 하되 섭외가 어려울 경우 중등부, 초등부도 포함
○ 주

최: 대한체육회

○ 주

관: (사)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 재정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 주요내용
m 수상스키·웨이크보드 교육 : 지상교육, 수상교육, 수상 에티켓 총 4회
m 수상안전 교육 : 수신호(지상교육, 수상교육)
m 부대행사 : 교실운영 4회차 마지막 일정 속에 게임(“도전 원스키·웨이크점프”) 진행
m 참가비: 무료
m 안전을 위하여 참가자 전원에대한 보험 가입
m 지역아동센터 차량을 이용하여 기관 담당자 인솔 하에 해당 교실 장소로 이동
m 참가자의 교육 참석률이 80%이상 가능해야 함

2. 강습내용
구

분

내

용

1회차

ㅇ 교육과정 안내 및 안전교육, 수상스키 초급과정
ㅇ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지상교육 및 부상(start)

2회차

ㅇ 수면위에서 기본자세 익히기, 주행 중 수신호 익히기
ㅇ 투스키, 웨이크보드 방향 전환 익히기
ㅇ 투스키 웨이크보드 파도넘기

3회차

ㅇ 수상스키: 투스키 슬라롬 익히기
투스키에서 모노스키 전환 1단계 (중심이동)
ㅇ 웨이크보드: 원웨이크 점프 익히기
웨이크보드 기초 기술 - 스위치

4회차

ㅇ 수상스키: 모노스키 부상하기 – One start
ㅇ 웨이크보드: 투웨이크 점프
ㅇ 이벤트 : “도전 원스키·웨이크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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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가신청 안내
○ 체육포털 (https://potal.sports.or.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생활체육 → 행복나눔생활체육교실→강습회신청→2022 행복나눔 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 교실

○ 신청대상: 단체(지역아동센터, 꿈드림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 관련시설)
개인참가신청 불가, 학교신청 불가
○ 참가신청 기간: 2022년 5월23일(월) ~ 6월15일(수) 16:00 까지
→ 결과발표: 2022년 6월17일(금)
○ 참가단체 선정기준: 체육포털로 신청한 단체 리스트 시도개소로 이관하여 개소와
세부 운영기간, 시간, 참가 연령대 등 세부사항 조율 후 참가 단체 선정
○ 참가신청 단체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단체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필히 첨부
○ 참가 신청 학생은 반드시 소외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주관단체에서 관련
증빙을 요구할 경우 제출 요망.

4. 개소안내 (세부일정은 개소 담당자와 협의)
시도

장소

운영기간

담당자

연락처

대구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327-7
봉무공원 내

6월~10월중

김채은

010-4920-8552

전남

전남 영광군 불갑저수지내 수상스키장

6월18일~7월25일

조중관

010-4199-2379

전북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옥산저수지

6월1일~10월31일

이난희

010-4496-2119

강원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 335-1

6월~10월 중

함석규

010-6381-8888

경기

가평 청평면 회곡리 버드마리나

6월~10월 중

이종국

010-3773-5663

경기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645
(사) 여주레저스포츠클럽 교육장

6월1일~7월30일

정상훈

010-5392-6875

6월~10월 중

최창록

010-2899-1911

(여주)
경남

경남 사천시 정동면 소곡리 산

172-4

경북

경북 안동시 와룡면 퇴계로 1870
안동호 수상레저 마린

6월~10월 중

임형준

010-5210-7747

인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1132-32

6월4일~8월28일

황태진

010-7424-5000

5. 문의사항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02-2203-048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