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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운동사협회 창립20주년 기념식사 

  존경하는 공인 운동사, 운동학 및 관련 분야 선생님, 후원사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운동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 여러분,

 대한운동사협회가 1999년 10월 1일 설립되었음을 기리기 위하여, 본회 창

립 20주년 기념식을 가지는 우리는 남다른 감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運動師(운동사, Kinesiologist) 자격제도가 시행되고 지금까지 4697명의 유능한 

운동사들이 양성된 가운데, 운동사들은 현장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없어서는 안 될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운동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고, 대한운동

학회는 運動學(운동학, Kinesiology)을 발전시키며 아시아운동학회(Asian 

Society of Kinesiology)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실로 많은 분들이 헌신한바 있고,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주신

고마운 분들이 계십니다.  

 본회 창립초기 無(무)에서 有(유)를 창조하듯 단국대학교 운동검사실에 사무

국 업무를 헌신적으로 도왔던 자원봉사 학생들의 노고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사 자격연수 ’에서 새로운 개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동강의를맡아

주시고 강의록을 제작해주시고 열강을 아끼지 않으셨던 강사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유능한 운동사들이 어떻게 양성될 수 있으며, 운동사

관련학과 교육과정은 물론, 국가자격제도에까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겠습

니까.운동사 자격 검정 시험의 기틀을 잡기 위하여 열악한 숙소에서 며칠 동안 집에도 

못가시고 시험문제 출제를 위해 애써주신 출제위원 선생님들의 노고는 정말 대단하

셨습니다.  

  운동사교육시리즈 편찬을 위해 번역사업에 참여하여 아낌없이 재능기부를 해주

신 여러 선생님들의 열정을 지켜보면서, 운동사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운동사 자격제도를 통하여 우리의 직업 영역과 직무, 그리고 연구 분

야 및 중심단어(Key word) 등을 명확히 하고자 애써 왔습니다.  

  신체활동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학문이나 전문적인 명칭에서 그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음에 큰 불편을 느껴왔습니다.   

 미국에서 Physical Activity 등을 연구한다면서 Kinesiology, 유럽

에서 Health Fitness 등이 포함된 Sport Science 분야가 학계의 대세로 보입니

다.   

우리는 신체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포괄적인 용어가 ‘운동 ’이라
는인식 하에 학문적으로는 운동학, 전문적으로는 운동사 개념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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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 운동사의 지위와 직무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에는 근거 중심의 운동

처방을 위한 학문적 지지 기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운동학회

는 ‘The Asian Journal of Kinesiology’ 학술지를 통하여 그리고, ‘운동사 대회 

운동학 학술 대회’ 개최 및 ‘아시아 운동학 학술대회(Asia Conference on 

Kinesiology)’ 참여 등을 통하여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KACEP공인운동사회는 운동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보수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연

구하는 자세로 자기계발에 매진함으로써 머지않은 장래에 전문운동사 자격제도가 구

체화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전문화된 사

업 분야를 확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대한의사협회의 조직과 활동을 관찰하면서 협동하고, 연구와 현장

적용을 통하여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우리 사회에 모범을 보

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함께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역대 이사장님, 학회

장님, 운동학회 및 관련 분야 선생님, 후원사 사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공

인 운동사 및 운동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2019년 9월 28일

대한운동사협회 회장   옥 정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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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8일
대한운동학회 회장  김 기 진

환영사

  존경하는 대한운동사협회 및 대한운동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운동사협회의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함께 해 주셔서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운동사의 첫 역사의 장을 열어 온 대한운동사협회 창

립의 20돌을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대한운동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 

오신 옥정석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 및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본 협회는 우리나라 운동사의 효시를 이룸은 물론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오면서 

운동사의 역사적 발전의 주류를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훌륭한 운동사의 육성과 자질 향상

을 통해서 스포츠현장은 물론이며 국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해 왔 습

니다. 또한 운동학의 학문적 발전과 관련 전문인들의 연구역량을 개선시키기 위한 대한

운동학회를 창립하여 함께 운동사 분야는 물론 스포츠과학 제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노인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건강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환경에 의해서 국민건강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해 지고 있으며, 운동은 이제 예방수단 뿐만 아니라 치료적 수단으로

서의 역할이  광범위해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학의 가치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건강 개선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운동사의 역할은 널리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의 역량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근거중심의 운동학 발전을 위한 중요성과 

역할 확대는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운동사협회는 대한운동학회와 더불어 

운동학의 학문적 발전은 물론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과 학문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거듭해 왔으며, 또한 운동사 분야의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아시

아운동학회의 창립과 저널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변화를 주도 해 왔습니다. 

  대한운동사협회는 그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만 보다 절실한 국민건강

은 물론 다양한 융합을 중심으로 한 관련 분야의 가치와 토대를 바탕으로 운동사가 수행 

할 새로운 분야의 개척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많은 어려

움들이 함께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새 로

운 시도를 추진하기 위한 보다 유능한 운동사들의 혁신과 분발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

다.   

  창립 20돌을 맞이하여 대한운동사협회의 뜻깊은 역사와 노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협회로 거듭날 것을 확신하며, 오늘이 있기까지 남다른 노고를 바

쳐 오신 옥정석 회장님과 운동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

히 이번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그동안의 공로와 명예에 대한 모든 수상자 여러분께 격

려와 축하를 드립니다.  

  새로운 비전과 더불어 대한운동사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오늘 기념식에 참

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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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사의 길

  우리는 KACEP 공인 운동사로서 다음과 같은 운동사의 길을 가

기로 한다. 

  운동사(運動師)는 건강관리 전문가로서, 운동학적 전문지식과 기

술을 가지고 체력증진 및 삶의 질 개선 등을 목표로 운동의 상담, 

처방, 지도, 관리,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운동사 자격은,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등록번호 214-82-66816)으

로서, 대한운동교육평가원으로부터 발급받는다. 운동사는 대한운

동사협회 회원이어야 하며, 대한운동학회 및 KACEP 공인운동사

회 등을 구성하여 운동 전문가 자질을 함양하고 자기계발에 힘쓰는 

한편, 대한운동사협회가 인정하는 보수교육에 참여하여 소정의 운

동사 평점을 취득하고 3 년마다 운동사 자격을 갱신한다. 운동사는 

운동원(運動院) 등을 개업할 수 있으며, 체력향상을 통하여 개개인

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동이 필요하고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운동사로부터 운동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운동

사는 대국민 운동문화의 확산과 효과적인 운동프로그램의 보급을 

통하여 저출산고령사회의 사회병리적 현상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나아가 운동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환자들도 적절한 

운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애쓰

며, 운동사 자격제도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운동사 자격제도를 만들기 위해 헌신한다.  

2019.9. 

공인 운동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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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차 전문 운동사 워크숍 2019 추계 운동학 진흥 세미나 

13:00~13:30 등록확인 

13:00~17:10 제 50 차 전문 운동사 워크숍 2019 추계 운동학 학술대회 

13:30~14:30 

14:30~15:00 

15:00~15:15 

15:45~16:25 

16:25~16:55 

16:55~17:10 

나흥식 (고대의대) 

이용현 (동덕여대) 

정태유 (캘리포니아 주립대) 

최준(H-core트레이닝센터) 

고주필 (인천대) 

17:10~18:00 

대한운동사협회 20 주년 기념식 

기념식 

시상식 

18:30~21:00 초청만찬 

주      제 운동학 진흥과 전문 운동사의 역할 일시  및  장소  2019.09.28(토)  서울교육대학교  사향문화관 

15:15~15:45 

Coffee Break 

4차 혁명과 뇌 과학 

운동의 동기유발 및 강화 기법 

Coffee Break 

재활 운동과 두뇌활동 

인터스키 선수의 부상 예방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 훈련 

현장 중심적 Athletic Training의 한국형 모델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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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혁명과   뇌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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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혁명과 뇌 과학

나흥식 (고대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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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뤄볼 내용

들어가기

동기의 종류

• 내적동기, 외적동기, 무동기
• 학습된 무기력, 과잉정당화

동기이론

• 귀인, 인지평가, 성취목표, 동기분위기
• 동기유발 전략

• 피그말리온, 추동감소, 동기 위
계

• 동기의 관점

 코칭 과학
(The science of coaching)

운동의 동기유발 및 강화 기법

이용현 (동덕여대)

Pygmalion Effect

But, 기대치에 따른 편향적 지도행동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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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동감소이론

동기의 위계 운동 참여동기의 상호작용 모델운동 참여동기의 상호작용 모델

Motivation

• 가장 낮은 자결성의 정도

• 학습된 무기력

• 동기의 상실

무동기(Ammotivation)

• 외적 규제 : 외적보상, 타인의 강요

• 내적 규제 : 행동의 내면화

• 확인 규제 : 자신의 선택

• 통합 규제 : 습관화, 일상화

외적동기(Extrinsic Motivation)

• 참가는 자결적이고 운동의 즐거움을 위해 행해짐

• 다차원적 개념

• 지식획득동기, 성취도전 동기, 자극체험동기

내적동기(Intrinsic Motivation)

동기(Motivation)의 종류동기(Motivation)의 종류

• 알고자 하는 동기
• 탐색, 학습지향 목표, 호기심 등
•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색하면서

느끼는 재미를 위해 활동 참여
• 새로운 기술의 습득

지식획득 내적동기

• 무엇인가를 이룩하려는 동기
• 관심은 결과보다 성취과정에 있다
• 성취목표성향에서 과제목표성향
• 난이도가 높은 동작을 해낼 때의
기쁨 때문에 연습

성취도전 내적동기

• 기분 좋은 감각을 느끼기 위해 참여
• 좋은 기분을 추구하는 동기
• 관련된 심리적 개념은 몰입, 감각추구
• 물살을 가르며 추진할 때 느끼는 재미
때문에 수영활동 참여

자극체험 내적동기

내내적적 동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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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행동을 수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능력부족

• 전략이 성공적이고
바람직한 결과에 도움이
안 된다고 믿을 때

전략미흡

• 어려워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할 때

노력회피

• 과제가 어려워서 자신의
노력이 쓸모가 없다고
생각

무기력 신념

무동기무동기

Learned Helplessness

• 목표와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음
•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자신의 일부가 됨
• 자신의 건강한 삶 유지(금연, 채소 섭취,
단 음식 피하기, 여가활동)

• 외적 동기와 유사
• 행동이 외적 보상이나 타인의 강요에
의해 규제됨
• 대학진학을 위해 운동(보상을 얻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적규제

• 행동의 내면화
• 이전의 외적동기 요인이 내적인

것으로 바뀜
• 행동은 불안 같은 내적인 압력을

통해 일어남
• 프로선수의 체력단련

내적(책임)규제

•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행동이 발생
• 외적인 이유로 일어나지만, 내적으로
규제되고 자신에 의해서 결정
• 자신의 건강을 위해 스포츠 참여

확인규제통합규제

외외적적 동동기기

자율성

 집단 1 : 퍼즐을 풀 때마다 상금을 제공

 집단 2 : 퍼즐을 풀어도 보상 없음

 실험 후 퍼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보상

없이 퍼즐을 풀었던 집단 2 학생들이 더

게임을 즐김

내적, 외적 동기의 조화

 과잉정당화 가설

(Over-justification Hypothesis)

보상기대 ☞ 보상 없음 ☞ 흥미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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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 강화의 효과적 사용

운동 참가 초기에 으로 사용

외적 보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외적 보상이

보상을 통해 운동선수의

외적 보상은 이어야 하며 이지 않은 것이어야 함

서로의 하고 지지해주며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코치는 선수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정보적이고

독창적이고 창조적

수행에 의미를 부여

절대적

운동선수를 지배하는 것이 되어선 안 됨

올바른 이해 제공

흥미유발의 목적

목표를 공유 지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

• 성공과 실패에 대한 설명 : 원인 지각, 추론
• 행동 결과에 대한 인과적 인지들은 반드시 기대와 감정에

영향을 주어 성취동기를 결정하고, 행동반응을 예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가정

• Weiner(1996) : 수많은 사건의 원인을 3가지 차원으로 설명

안정성 인과성 통제성

안정적 불안정적 내적 외적 통제가능 통제불가

귀인 기본 범주

과제
난이도

개인노력

개인능력

, •내적이며, 불안정적, 
통제가 가능

• 내적이며, 안정적, 
통제가 불가능

• 외적이며, 불안정적
통제가 불가능

• 외적이며, 안정적, 
통제가 불가능

운

• 3차원 분류의 주요 귀인개념

귀인의 차원귀인의 차원

인지평가이론
(Cognitive Evaluation Theory)

• 행동을 일으키거나 조절하는 외적 사건이나 활동은 유능성과
자결성에 영향을 주어 개인의 내적 동기를 향상시킴

통제적
측면

정보적
측면

내적

외적

긍정적

부정적

자결성 증가

자결성 감소

유능성 증가

유능성 감소

내적동기 증가

내적동기 감소

내적동기 증가

내적동기 감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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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목표이론
(Achievement Goal Theory)

• 성취를 평가하는 데는 두 가지 성취목표성향이 있음
• 목표성향, 즉 유능감과 성공을 지각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어떤 성취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동기적
특성이 달라짐

• 과제목표지향(task-goal orientation)

 비교 준거가 자신
 기술 향상과 많은 노력(유능감과 성공 지각)

• 결과목표지향(outcome-goal orientation)

 비교 준거가 타인
 유능감이나 성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남보다 잘해야 함

 과제지향
 열심히 노력, 실패 시 끈기 있게 시도
 패배 시 좌절하지 않고 동기수준 유지
 높은 내적 동기, 어렵지만 실현 가능한

과제선택
 성공을 위해 노력과 협동이 중요하다고

생각

 결과지향
 부정적인 행동유형을 보임
 쉬운 과제나 어려운 과제 선택
 패배 시 유능성에 큰 타격

동기분위기 이론
(Motivational Climate Theory)

• 환경의 구조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 숙달중시 분위기(mastery climate)

- 긍정적인 태도, 노력증가, 효율적 학습전략

• 수행중시 분위기(performance climate)

- 낮은 인내, 노력부족, 실패가능성에 귀인

• 타겟(TARGET)전략

Task, Authority, Recognition, Grouping, Evaluation, Time

효과적인 운동 동기유발 전략

• 긍정적 기대를 활용하되 평등하게 대우하라
• 내적 동기를 유발하라
• 동기의 상호작용 관점을 취하라
• 외적 동기를 강화하라(재미, 보상, 습관)
• 귀인훈련 필요(성공 시 안정적, 실패 시 불안정적)
• 유능성과 자결성의 느낌을 향상시켜라
• 과제지향적 목표를 유도하라
• 숙달중시 분위기를 유도하라
• 경쟁성을 적절히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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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service-learning” 
programs in the U.S.

• Committed to providing evidence-
based interventions and extending 
scientific knowledge to a larger 
community through clinical research.

Center of Achievement at CSUN

Physical Activity and Brain Health

(Jackson et al., 2016)

재활 운동과 두뇌활동

정태유 (캘리포니아 주립대)

Physical Activity and Brain Health

(Jackson et al., 2016, Lei et al., 2019, Firth et al., 2018)

The Benefits of PA :
- Reduction of insulin resistance & 

inflammation
- Stimulate the release of growth 

factors—BDNF
- The growth of new blood vessels 

in the brain
- Maintain the abundance and 

survival of new brain cells.
- Improvement of mood, sleep, 

focus, motivation, learning and 
reduces stress, pain, and anxiety. 

- Slowing down the deterioration in 
brain size and functions. 
(Neuroprotectiv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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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Activity during Exercise in Clinical Rehabilitation: 
Functional Neuro-imaging (fNIRs) Studies

1. Why does people with PD often stop walking to talk?
• Prefrontal lobe activity during dual task walking in people with PD

2. How does backward walking affect the brain?
• Motor cortex activity during backward walking in people CVA

Physical Activity and Brain Activity

• Title: Analysis of Brain Activation during Dual Task Walking in People with Parkinson’s Disease
(Fujii, T., Wagatsuma, M., Furtado, O. & Jung, T., 2018)

• Purpose: To analyze cortical hemodynamic activity in the prefrontal cortex during dual task walking (DTW)
in individuals with PD 

• Methods:
• Participants: 10 individuals with PD (aged 72.8 ± 5.53) and 10 controls (70.4 ± 9.66)

• Protocol: 5 trials of 3 walking conditions on a 30-meter walkway: usual walking (W), walking with serial
three subtraction (WS3), and walking with autobiographical memory tasks (WQA). 

• Instruments: fNIRS system collected oxyhemoglobin (HbO2) values of the prefrontal cortex (PFC)

• Results: Control group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HbO2 across three conditions while PD group
displayed a similar trend with no statistical significance. No groups x conditions interaction was found.

• Discussion: Higher level of brain activation is required for walking among people with PD. Older adults
and people with PD increased brain activation in the prefrontal lobe while walking and talking. However, 
when the concurrent cognitive task was too complex, both groups decreased the brain activation. Our 
findings suggest that an appropriate level of cognitive load and progression should be considered for dual
task motor training in people with PD.

Why does people with PD often stop walking to talk?
– Prefrontal lobe activity during dual task walking in people with PD

§ Dopaminergic neurodegenerative disease

Background: Parkinson’s Disease

(Marsden et al., 1996)

§ Cardinal Symptoms

• Bradykinesia (slowness of movement)
• Rigidity (stiffness of muscles)

• Tremors at rest (shaking muscles)
• Postural instability

• Gait impairments
(Marsden, 1996)

(Frenkel-Tolendo et al., 2005)

§ ↓ Dopamine levels = ↓Executive function

• Referred to as higher cognitive processing
• Associated with gait velocity

(Marie et al., 1999)

(Ble et al., 2005; Holtzer et al., 2006)

(Royall et al., 2002)

Methods: Measurements

• Dependent Variable

• Level of brain activity
• Δ Oxyhemoglobin (mmol/l)

• Independent Variable

• Three walking conditions
1. Usual walking (UW)
2. Walking with autobiographical memory task (WQA)
3. Walking with serial subtraction (WS3)

• Instrument: Functional Near Infrared Spectroscopy (fNIRS)
(NIRSport, NIRX. M edical technologies, New  York, United States) 

• fNIRS configuration:  8 light emitting optodes & 8 light 
detector optodes (20 channels, 760 and 850nm at  7.81Hz)

Physical Activity and Brain Activity

• What type of exercise is better for brain 
health?
• Aerobic vs. resistance, balance and stretching 

(Hillm an et al., 2008; Tem pest et al., 2019)

• Aerobic Exercise Training Increases Brain 
Volume in Aging Humans (Colcom be et al., 2006)

• Brain Activity during Aerobic Exercise
• Increased level of brain activation in prefrontal 

cortex and motor cortex during cycling (Tem pest &
Reiss, 2019)

• Brain Activity during Walking
• Increased level of brain activation in prefrontal 

cortex during walking (M aidan et al., 2016; Holtzer et al.,
2011; M irelm an et al., 2014)

(Hillman et al., 2008)

Methods: Data Collection Protocol 

20 seconds 

Quiet standing

30 seconds

Walking

(randomized)

20 seconds 

Quiet standing

Each condition X 5 times on 3 different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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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Why did the change in HbO2 occur?

• The bottleneck theory 

• WQA à↑ PFC activity à
↑ executive function demand

Discussion

§ Older adults without PD increased brain
activity during DTW (WQA).

(Kahneman, 1973; Pashler, 1994) 

(Doi et al., 2013; Zgalijardic et al., 2006)

§ Older adults without PD decreased brain
activity during DTW with more complex 
cognitive task. 

Q. Why was this decrease observed?

• Compensation-Related Utilization of 
Neural Circuits Hypothesis (CRUNCH)

• More complex task → ↓ the PFC 
hemodynamic response

• Mild level of concurrent cognitive task → 
↑ the PFC hemodynamic response in older 
adults. 

(Reuter-Lorenz and Lustig, 2005)

Discussion
§ People with PD did not show significant

changes in brain activity level during 
DTW.

Q. Why was no significant change found?

• A similar trend of change to people 
without PD was noted. 

• Walking itself seems to require more 
executive function control and attentional 
resource in people with PD.

• Higher level of brain activity across all 
walking conditions was observed in people 
with PD. (Vandenbossche et al., 2013; Zgalijardic et al., 2006)

§ People with PD showed a similar change of 
brain activity during DTW to those without
PD. 

Q. Why were they similar?

• Brain activity of older adults without PD 
(74.80±11.58) may response to DTW similarly 
to people with PD. 

• Their response pattern of brain activity 
might be similar but the levels of brain 
activity were different.  

Conclusion

§ Older adults with and without PD would increase the level of brain 
activation while walking and talking.

§ When a concurrent cognitive task is too complex, both can 
significantly decrease the brain activation lower than usual walking. 

§ An appropriate level of cognitive load and progression should be 
considered for dual task training of people with PD, who have to 
elevate the brain activation level just for walking.

• Title: Cortical Hemodynamic Response to Backward Walking in People Post-Stroke
(Shamunee, J., Lee, E., Wagatsuma, M., Furtado, O. Vrongistinos, K. & Jung, T., 2019)

• Purpose: To investigate the hemodynamic responses of the motor cortex to backward walking in CVA

• Methods:
• Participants: 8 individuals with CVA (aged 61.8 ± 7.51)

• Protocol: Five 30-second walking trials of 2 conditions on a treadmill: forward walking (FW) and
backward walking (BW)

• Instruments: fNIRS system collected oxyhemoglobin (HbO2) values of the motor cortex

• Results: Paired samples t-test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ΔHbO between FW and BW. However,

a trend was noted that BW elicited higher ΔHbO as compared to FW. Regional analysis also revealed a 
trend that the primary motor cortex (PMC) had a higher ΔHbO than the supplementary motor area (SMA) 
during BW. Lastly, the BW demonstrated a similar level of ΔHbO in the affected and unaffected 
hemispheres as compared to FW.

• Discussion: Our findings suggest that BW can increase the level of brain activity and activate both the

hemispheres of the brain similarly as compared to FW. Our results indicate that BW can be an additional
option for stroke rehabilitation which may help promote neuroplasticity. 

How does backward walking affect the brain activity?
– Motor cortex activity during backward walking in people with CVA

Results: Comparison of Brain Activation 
in the Prefrontal Lobe during Dual Task Walking

* represent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walking condition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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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Cerebral Vascular Accident
• Leading cause of long-term disability

Hemiparesis - weakness along one side of the body

(Carr, Harrison, Evans, & Stephens, 1992)

Hemiparetic gait is characterized by:

• ↓ Walking speed

• ↓ Step length

• ↓ Gait symmetry

(O lney & Richards, 1996)

Background: Stroke and Hemiparetic Gait

(Feigin et al., 2015; M ozaffarian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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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Variables
- Dependent Variable
• Cortical hemodynamics

- Independent Variables
• Walking conditions (FW vs. BW)

Instruments
- Biodex Gait Trainer

(Gait Trainer™  3 Treadm ill, Biodex M edical System s Inc., NY, US)

- Functional near-infrared spectroscopy
(NIRSport, NIRX. M edial technologies, New  York, United States)

- fNIRS configuration:  Motor cortex - 8 light emitting optodes

& 8 light detector optodes (20 channels, 760 and 850nm at  
7.81Hz)

Change in 
Oxyhemoglobin 
(ΔHbO) 

Methods: Measurements and Instruments

Methods: Research Procedure

• Randomized
• Separated by 48 hours minimum
• Five 30-second walking trials with 30-second rest

Recruitment

FIRST VISIT
Paperwork

Familiarization 
time

THIRD VISIT  
2nd Walking 

Protocol
(FW or BW)

SECOND VISIT  
1st Walking 

Protocol
(FW or BW)

Data Analysis

Results: Summary of Outcomes

Level of Activation
•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ΔHbO: BW vs. FW

• Trend: Greater ΔHbO during BW than FW (8 out of 8)

Pattern of Activation
•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atterns of ΔHbO

during BW vs. FW

• Trend: The PMC had a greater ΔHbO than the SMA
during BW, which was different during FW. 

• Trend: A similar level of ΔHbO was observed in both
hemispheres of the motor cortex during BW

Backward walking (BW) training: 
• ↑ Walking speed
• ↑ Step length 

• ↑ Step time
• ↑ Gait symmetry

(Yang et al., 2005; Takam i & W akayam a, 2010; Kim , Lee, & Lee, 2014)

Background: Gait Training for Stroke

Results: Activation Pattern - Reg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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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and Conclusion

§ BW can elicit higher levels of activation in the motor cortex for

people post-stroke.

§ BW can also activate different regions of the motor cortex as
compared to FW in individuals post-stroke.

§ The brain activation in the motor cortex may become more

symmetric during BW than FW.

§ BW can be an additional option for stroke rehabilitation which may 

help promote neuroplasticity and symmetry of motor performance.

• Aerobic exercise can help brain health of older adults and people with PD/CVA 

by improving brain functions & structure and slowing neurodegeneration.
• Why does people with PD often stop walking to talk?

• Older adults with PD increase the level of brain activation in the frontal lobe while walking 

and talking. For some with PD, this can be too much cognitive overload interfering with walking.

• When a concurrent cognitive task is too complex, the level of brain activation can drop 
substantially. Thus, an appropriate level and progression of current cognitive tasks should be 
considered for dual task training in PD rehabilitation.

• How does backward walking affect the brain?
• BW can increase the level of brain activity and stimulate different regions in the cortex area, which 

may be associated with its positive training effects.
• BW can be an additional training option for enhancing neuroplasticity and motor symmetry in 

stroke rehabilitation. 

Conclusion:  Brain Activity during Exercise

Results: Activation Pattern- Sym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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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Interski (인터스키) & 연맹 및 협회 소개

2. 데몬스트레이터란

3. 인터스키 부상위험

4. 예방운동

2. 경기력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

6. Q&A

인터스키 & 연맹, 협회 소개

인터스키 (Interski)
일반적인 경기 스키를 제외한 공간의 제약이 없는스키슬로프

상에서 기술을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말이다.

인터스키 선수의 부상 예방 및 경기
력 향상을 위한 운동 훈련

최준 (H-core트레이닝센터)

< 알파인 스키 >
-�한�명씩�게이트를�통과하며�슬로프를�내려가는경기
로�6개�세부종목으로�구성된다.

스피드�스케이트�형태처럼�시간으로�승부를�내는�올
림픽�종목

< 인 터 스 키 >
-�피겨스케이트�형태처럼�선수�기술에�대한

동작과�스피드�그리고�종목�표현력을평
가하여�승부를�가려내는�종목.

알파인 스키와 인터스키의 차이점

28



강지영 데몬스트레이터
(Demonstrator)

<약 력>- 영남대학교�체육교육과�졸업
- 02~10 대명�비발디파크�오승준�인터스키스쿨�코치
- 10,11,14 전국기술선수권대회�3위�입상
- 13 전국�기술선수권대회�우승
- 15 웰리힐리파크배�우승�, 한솔배�챔피언쉽�2위
- 16 전국기술선수권대회�4위
- 18 전국�기술선수권대회�3위
- 19 한솔배�챔피언쉽�3위�듀얼숏턴�2위
- 19 기술선수권대회�3위
- 07~현�국가대표�스키�데몬스트레이터
- 10~현�스타힐�스타스키스쿨�감독 

<소 속>
- AMERSPORTS KOREA (아머스포츠�코리아)�ATOMIC 소속
- ONYONE�(온요네)�소속
- SIDAS (시다스)�소속
- SKITZO�(스킷조) 소속
- KNIFE EDGE (나이프엣지)�소속
- SMITH (스미스) 소속
- TERATREE (테라트리)�소속
- HCORE Fitness (에이치코어�피트니스) 소속 

대한스키지도자연맹

<설립목적>
대한스키지도자연맹은�사단법인�대한스키협회의�산하�단체로서, 한국의�스키,스노보드,크로스컨트리,프리스타
일�지도자를�대표하는�단체로서�올바른�기술과�문화를�국민에게�널리�보급하여�국민�체력향상에�이바지함은�
물론, 건전한�사회�기풍을�진작시키고, 우수�지도자를�양성하여�국민�문화�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창단되
었다.

<주요활동>
1. 스키/스노보드�기술에�관한�기본�방향�제시

2. 스키/스노보드�기초기술에�관한�교본�제작�/ 스키/스노보드�기술에�관한�홍보�및�간행물�발간

3. 스키/스노보드의�기초기술과�경기기술�연구�및�향상�/ 지도자에�관한�지도교본�제작

4. 스키/스노보드에�관한�자료�수집�및�통계�조사

5. 스키/스노보드지도자(Instructor) 등급�심사�/ 양성�및�심사�공인

6. 국내외�지도자�경기대회의�개최�및�참가

7. 스키/스노보드스포츠�발전에�관련된�각종�교류활동

8. 회원단체�지도�및�지원

9. 기타�본�연맹의�목적�달성에�필요한�부대사업 

대한스키지도자연맹

<연�혁>

1976.02�한국�스키지도자연맹�결성

1979.02�한국�스키역사상�최초로�제11회�일본�자오�국제인터스키대회�참가�인터스키�회원국�정식�승인1982.02�

제1회�한국�스키기술선수권대회�개최

1984.02�제1회�스키지도자�검정회�실시

1987.02�제13회�캐나다�벤프�국제인터스키대회�참가�인터스키�회원국�정식�승인

1998.12사단법인�대한스키협회�산하�대한스키지도자연맹�발족

2002.02 제18회�한국�스키기술선수권대회�개최,�제7회�국제�스키기술선수권대회�개최

2007.02 제18회�대한민국�평창�인터스키대회�개최

2009.03 프리스타일�분과, 크로스컨트리�분과�신설

2017.02 제9회�스카르벤레이스�개최,�제33회�전국�스키기술선수권대회�개최,

제9회�전국�스노보드�기술선수권대회�개최, 제24회�스키레벨2 검정�개최, 제28회�스노

보드레벨2 검정�개최,�제5회�전국�시니어�스키기술선수권대회�개최2019.04 불가리안�인터스키

대회�참가

스키 기술선수권대회

인터스키 (Interski International)

- 동계 스포츠 단체의 교류와 발전을
위해 1951년 출범한 비영리단체

- 4년에 한 번씩 인터스키대회를 개최
(2019년�3월�불가리아�인터스키대회)

3월 17일~22일 23개국 이상 참가
(우리나라에서는�2007년�용평�인터스키대회�개최)�https://

youtu.be/UdJ16_lQbdE?t=7

데몬스트레이터 (Demons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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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문 데몬스트레이터
(Demonstrator)

KSIA 데몬스트레이터�선발, 기술선수권대회�17위
- 노스페이스�[TNF 골든클래스] 포메이션�팀�총�감독
- 17 KSIA�기술선수권대회�18위, 한솔섬유배�인터스키대회�17위
- 18 SBAK 기술선수권대회�11위�, 데몬스트레이터�선발전(실기) 1위
- 19 SBAK 기술선수권대회�종합�2위
- (현)SBAK 한국스키장경영협회�데몬스트레이터
- (전)KSIA 대한스키지도자연맹�데몬스트레이터�4기�인정(2013~2017) 

소속- 영원무역�THE NORTH FACE(노스페이스) 애슬리트�팀�소속
- OGASAKA SKI(오가사카) 브랜드�소속
- REXXAM BOOTS(렉삼) 브랜드�소속
- SCOTT(스캇) 소속
- HCORE Fitness 소속
- Dr.Modoo�(닥터모두) 소속
- PHITS INSOLES (피츠인솔) 소속
- Blackbriar�(블랙브라이어) 소속
- 미르헨지�후원
- HeH�후원

- CLUBMED (클럽메드) 앰버서더

약력
- V.P_SKILAB(방정문�스키스쿨) 설립(since 2012)
- V.P_SKILAB 총괄�감독
16�SBAK�데몬스트레이터�선발전�6위�, 기술선수권대회�12 

한국 스키장경영협회

<협회소개>
- 스키장�사업에�관한�지도, 감독�및�홍보�업무
- 스키장�사업에�대한�대정부�건의
- 스키장�안전사고�예방에�관한�제반�업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위임하는�사업
- 기타�본회의�목적�달성을�위한�필요한�업무
- 스키장�사업의�건전한�발전과�회원사의�권익증진을�위한�사업
- 본�회의�목적�달성을�위한�자율�규제에�관한�업무
- 스키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사연구�및�정보�교환
- 스키장�종사자에�대한�교육훈련�및�연수사업
- 스키장�사업에�관한�관계�기관, 제�단체와�관련된�업무 

<협회 주요업무>

- 스키장�사업과�관련되는�법적, 제도적�규제�완화�또는�철폐�건의
- 연구용역�활용�확대
- 대국민�홍보�강화
- 회원사의�상호�간의�결속과�의사소통의�체계화
- 스키관련(패트롤, 스키�강사) 자격검정
- 정부�및�언론기관과의�정책�간담회�개최
- 종사원�사기진작과�근무의욕�고취 

한국 스키장경영협회

<연 혁>

•2017�10.17 협회�제13대�회장�선거[신달순�회장]
•2016�07.20 협회�제12대�회장�선거[정창주�회장]
•2015�12.01 회원사�15개사(베어스타운�재가입, 에델밸리�신규가입)
•2011�05.24 협회�제10대�회장�선거[조현철�회장�제10대, 11대�역임] 

02.14 회원사�15개사�(알펜시아�리조트�신규가입)

•2009�05 협회�제9대�회장�선거�[장해석�회장]
•2007�01.12 회원사�14개사(곤지암, 오투리조트�신규가입)
•2005�07.13 회원사�12개사
•2003�06.30 (사)한국스키장경영협회로�명칭�변경 

06.20 협회�제7대�회장�선거[안명호�회장�제7대, 8대�역임]

•1998�06.20 협회�제5대�회장�선거[박동석�회장�당선, 제5대, 6대] 

•1990�09.13 설립등기[석두성회장�제1대~4대�역임]
09.07 (사)한국스키장사업협회�문화관광부�승인

방정문 데몬스트레이터
(Demonstrator)

강지영 데몬스트레이터
(Demonstrator)

인터스키의 부상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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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스키 부상의 위험

Mobility / 
Motor Control
Restrictions

Movement
Dysfunctions

Soft Tissue 
Restrictions

인터스키 부상의 위험 인터스키 부상의 위험

움직임의 퀄리티

-�기능장애가�있는�곳에�퍼포먼스를�입히려�하지마라! (EXOS)

+ 반복적인�보상작용의�패턴
+ 보상작용의�악화
+ 마이크로�트라우마의�증가
+ 더�많은�부상! 

ASSESSMENT (평가)

인터스키 부상의 위험

<Check Point>
- 발목의�제한적인�가동범위로�인해�무릎이모이는�A자�

포지션이�나오는가

- 고관절의�제한된�가동범위로�인해�활주�시낮은�자세, 
다리�펴지는�동작이�부족한가

- 흉추의�부족한�가동범위로�인해�등이�말리고목이�앞
으로�나오는�포지션인가 

기능적 움직임 스크린

- FMS는�부상의�예측을�도울�수�있고�에너지가�새어�나가는�것을
바로�잡아�퍼포먼스에�좋은�영향을�줄�수�있습니다

- FMS는�기능저하는�구분해�낼�수�있지만, 기능저하의�원인은�알아내지�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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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배 굴곡 평가
<족배 굴곡 평가>

★평가�방법�★ 

-�누워서�발목을�구부려�발끝을�머리�쪽으로�당긴다
★ 부기능�상태�★ 

- 굴곡�30도�미만

- 새끼발가락을�당기지�못한다�(내반발생) 

< 발목 족배 굴곡하기 (수동적평가)>★ 평가방법�★ 

-�엎드려서�족배굴곡을�실시하다★ 부기능�상태�★ 

- 족배굴곡�30도�미만

- 발끝이�바깥으로�벌어진다.�(toe�out) 

고관절 회전 평가
<고관절 무릎 굴곡시 평가>

★ 평가�★ 

1. 골반�넓이로�다리를�벌리고�눕는다.
2. 무릎과�고관절을�구부려서�다리를�든다.
3. 무릎을�고정하고�내회전을�실시한다.
4. 무릎을�고정하고�외회전을�실시한다. 

★ 부기능�상태�★ 
- 가동범위제한�: 45도(외회전)미만, 30동�(내회전)미만
- 통증이�발생된다.
- 골반이�들린다. 

가동범위 연부조직 유착상태

고관절회전
(고관절/무릎 굴곡시)

45 ° (외회전) 이상근 유착
(쌍장근)

30° (내회전) 고관절 캡슐 / 
폐쇄근 유착 예방운동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퍼

포먼스 운동

ASLR Corrective Exercises

1. Soft Tissue
1) POAS
2) Hamstrings

2. Mobility
1) Active Hamstring Stretch (hold 2sec, relax, and repeat 10times)
2) Supported Single Leg Lowering (2set of 8reps)

3. Stability Action
1)KB Bottom – Up Hold with ASLR (2set of 8reps)

2)Toe Touch Progression (hold 2sec return to start, 10reps) 

* FMS Score 1점은�1,2번�단계만�진행
2 or 3점은�전체�프로그램을�진행한다.

Single-Leg Squat Assessment

싱글�레그�스쿼트는�활동적인�유연성과�중심�근력,균
형,�전체적인�신경근�통제를�평가

1. 편안하게�스쿼트를�할�수�있는�정도까지앉게�한
다.(45도)

2. 총�5회�실시하고�나서�발을�바꿔서�실시한다.�

보상작용1. 무릎이�안으로�움직였는가?
2. 엉덩관절이�올라갔는가?
3. 엉덩관절이�떨어졌는가?
4. 몸통이�안쪽�혹은�바깥으로�돌아갔는가?�

Rotary Stability Corrective Exercises

1. Soft Tissue
1)  T-Spine Lacrosse ball
2)  Back

2.Mobility
1)  90/90 Stretch With Arm Sweep
2)  Brettzel (Hold 20sec, 3reps)

3. Stability Action
1)  ½ Kneeling OH KB Rotations with Hold (Hold position 3sec,4reps 2set)

2)  KB Bottom-Up Hold with Hip Rotation (2set, 10reps)

* FMS Score 1점은�1,2번�단계만�진행
2 or 3점은�전체�프로그램을�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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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Squat Corrective Exercises

1. Soft Tissue
1) LATS
2) BACK
3) Calves

2. Mobility
1) Dorsiflexion Stretch – Dowel
2) Toe touch Progression

3. Stability Action
1) KB Deadlift Lower to Squat (3set, 5reps)
2) O.H Squat
3) KB Goblet Squat (3set, 5reps)

* FMS Score 1점은�1,2번�단계만�진행
2 or 3점은�전체�프로그램을�진행한다.

PROGRAM

Hurdle Step Corrective Exercise

* FMS Score 1점은�1,2번�단계만�진행
2 or 3점은�전체�프로그램을�진행한다.

1. Soft Tissue
1) POAS
2) Quad / HIP Flexor
3) Posterior Hip

2. Mobility
1) Brettzel  (Hold 20sec, 3reps)

3. Stability Action
1) Standing Marching with Activation
2) Plank with Hip Flexion
3) KB Bottom-Up Hip Flexor Stretch  (glute hold 2sec, 2set of 8reps)
4) Standing End range Hip Flexion with KB Bottom up Hold (2sets of 8r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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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트레이너란?

Certified Athletic Trainer 
(ATC)

An Allied Health Care Provider

건강관리전문가(그룹)

건강관리전문가(그룹)

선수트레이닝이란?

4가지전문영역
Injury Prevention 

(운동상해예방)

Clinical Evaluation & Diagnosis
(운동상해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및 진단)

Immediate Emergency Care 
(즉각적 응급처치)

Injury Treatment & Rehabilitation
(운동상해 관리 및 재활)

현장 중심적 Athletic Training의 
한국형 모델

고주필 (인천대)

IN THE UNITED STATES

• Athletic population at all levels
– Youth sports

– High school

– College/University

– Recreational and Professional sports

• NOT ONLY for the athletic population BUT
ALSO for any physically activ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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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REPUBLIC OF KOREA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The concept of Athletic Training was 
introduced

IN THE REPUBLIC OF KOREA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Increased Athletic Trainer positions in 
professional sports

IN THE REPUBLIC OF KOREA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Qualification training programs opened 
by Incorporated Associations (private) 

2018

IN THE REPUBLIC OF KOREA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Increased the number of Athletic Trainers 

2018

IN THE FUTURE

• Athletic training education
– Transition to a graduate-degree model

– Fewer programs in the future

• Expand job settings in other populations

Supply Demand

IN THE REPUBLIC OF KOREA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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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LITY

Limitations in Athletic Training in Korea

Limited Positions & Settings

No Standard Curriculum and 
Certification & Licensure Law 

Conflicting Scope of Practice with 
other Health Care Professions

THE FUTURE DIRECTION 
OF ATHLETIC TRAINING 
IN KOREA

Limitations in Athletic Training in Korea

Limited Positions & Settings

No Standard Curriculum and 
Certification & Licensure Law 

Conflicting Scope of Practice with 
other Health Care Professions

THE FUTURE DIRECTION

Develop Standard Curriculum

Establish Feasible Scope of Practice

Expand Job Settings

IN KOREA

• Careers in Korea

2018년도교육부자료

• Strong curriculum may:
– Train our students as high-quality

candidates for the position of athletic
trainer

STANDARD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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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urriculum may:
– Prove the quality of our education level to

claim our eligibility as a health care
provider among other health care
professionals

STANDARD CURRICULUM

4가지전문영역
Injury Prevention 

(운동상해예방)

Clinical Evaluation & Diagnosis
(운동상해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및 진단)

Immediate Emergency Care 
(즉각적 응급처치)

Injury Treatment & Rehabilitation
(운동상해 관리 및 재활)

INJURY PREVENTION (운동상해예방)

• 훈련/경기중 발생 할 수 있는 각 종목별 또는 개인별
운동상해를 미리 예측하고 내/외적 운동상해 위험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 종목, 포지션, 선수개인별 특성 파악

• 종목별 & 포지션별 상해예방 프로그램

– Warm-up & Cool-down

– 예) 전방십자인대(ACL) 부상방지 프로그램

4가지전문영역
Injury Prevention 

(운동상해예방)

Clinical Evaluation & Diagnosis
(운동상해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및 진단)

Immediate Emergency Care 
(즉각적 응급처치)

Injury Treatment & Rehabilitation
(운동상해 관리 및 재활)

• Strong curriculum may:
–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f a

qualification training program by
incorporated associations for our
students

– Average cost of training programs

• $1,300 + Test fees =      $2,000 (2백만원)

STANDARD CURRICULUM

IMMEDIATE EMERGENCY CARE (즉각적 응급처치)

• 가장 중요한 영역중 하나

• 즉각적이고 적절한 처치로 선수의 커리뿐
아니라 생명보호

– 근골격계

– 심혈관계

– 중추신경계

• 상황대비 훈련 및 커뮤니케이션

• 상해후 현장으로 복귀가 결정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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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EDIATE EMERGENCY CARE (즉각적 응급처치)

IMMEDIATE EMERGENCY CARE (즉각적 응급처치) IMMEDIATE EMERGENCY CARE (즉각적 응급처치)

THE FUTURE DIRECTION

Develop Standard Curriculum

Establish Feasible Scope of Practice

Expand Job Settings

IMMEDIATE EMERGENCY CARE (즉각적 응급처치)

2018년 프로축구 광주 vs 대전 경기

FEASIBLE SCOPE OF PRACTICE

Four Domains of Athletic Training

Injury Prevention

Clinical Evaluation & Diagnosis 

Immediate Emergency Care

Injury Treatment &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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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habilitation
– Preventive injury risk assessment and

training to prevent the injury

• Three phases of prehabilitation:

FEASIBLE SCOPE OF PRACTICE

Understanding the risks of the sport

Analyzing Posture, Joint Alignment….. 

Considering  other specifics (position) 

• Rehabilitation
– Focusing on our specialties

FEASIBLE SCOPE OF PRACTICE

Rehabilitation Exercises 

Functional Performance Assessments 

Return-to-Play Decision Evaluations 

FEASIBLE SCOPE OF PRACTICE

Korean Model + Standard Curriculum

Excellent 
Outcomes

↑ Reputation

↑ Scope of 
Practice

THE FUTURE DIRECTION

Develop Standard Curriculum

Establish Feasible Scope of Practice

Expand Job Settings

FEASIBLE SCOPE OF PRACTICE

Korean Model

Prehabilitation Rehabilitation

EXPAND JOB SETTINGS

• Possible Job Settings in Korea

High Schools (Pediatric and Youth)

Military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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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D JOB SETTINGS

• Possible Job Settings in Korea
– The total number of active-duty military

personnel = 610,000

• Army: 480,000

• Air Force: 63,000

• Navy: 67,000

THE CAREER PATH

• Careers in Korea (Typical Setting)

THE CAREER PATH

• Careers in Korea (Untypical Setting)

SUMMARY

The Reality of Athletic Training

Excellent Possibilities for 
Development 

Our Reputation and Benefits

EXPAND JOB SETTINGS

• Possible Job Settings in Korea
– 17 physical education high schools

– 67 high school baseball teams

– 134 high school soccer teams

– 53 high school basketball t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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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
강상조(한체대) 김광회(인하대) 정응근(서울대) 정철정(성균관대)

명예회장
옥정석(단국대)

회   장
김기진(계명대)

부 회 장
정덕조(수석, 서원대) 강서정(상명대) 길재호(경희대) 김영준(동아대)
김창균(가천대) 김창선(동덕여대) 정경렬(생기연) 서한교(신한대)
윤신중(우석대)

감   사
정연옥(동원대) 정제순(한국교통대)

상임이사
강현주(순천향대) 김기홍(단국대) 박정준(부산대) 신기옥(동아대)
안나영(계명대) 엄우섭(서울교대) 유현승(중원대) 이병근(상명대)
이왕록(학술위원장, 충남대) 임비오(중앙대학교) 임승길(동신대) 전병환(경성대)

총무이사 부총무이사
안근옥(한국교통대) 서진희(백석대)

이 사
강민수(University of Mississippi) 강성훈(강원대) 고유선(숙명여대) 고진호(영남대)
공세진(국민대) 권희승(반포메리어트호텔) 곽이섭(동의대) 곽효범(인하대)
김갑선(목포대) 김경민(University of Miami) 김귀백(영산대) 김민정(한국외대)
김병로(창원대) 김병주(하늘스포츠) 김상현(전북대) 김용안(충남대)
김은희(동아대) 김정훈(한국해양대) 김재훈(포항공대) 김종오(한남대)
김주영(KAIST) 김지선(중원대) 김홍수(계명문화대) 김효정(한체대)
남윤신(덕성여대) 문효열(서울대) 박규민(강원대) 박윤정(University of Houston)

박재성(공주대) 박주식(계명대) 박준영(Temple University) 박혜정(명지대)
변용현(단국대) 배주용(동아대) 서상원(운동의학센터) 서태범(제주대)
소위영(한국교통대) 손지훈(전주대) 송상협(서원대) 송용관(부경대)
신윤아(단국대) 유인화(단국대) 윤재량(한국체대) 이동규(서울교대)
이삼준(동명대) 이상기(충남대) 이석호(Texas A&M University-San Antonio) 이정아(연세대)
이정석(피네티스) 이진석(한국스포츠개발원) 이재학(장애인국가대표수영선수단) 이한용(남서울대)
이한준(울산대) 이혁종(기초과학연구원) 이현영(심평체정) 장혁기(서울여대)
전진욱(신경대) 전형필(동아대) 정태유(California State University) 주창화(호서대)
제세영(서울시립대) 황현석(Florida Stat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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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The Asian Journal of Kinesiology

논문투고 안내

   대한운동학회는 국제 수준의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아시아운동학회와 협력하여 “아시아 운동학 학술지”(The Asian 

Journal of Kinesiology; AJK; A. J. Kinesiol.)를 공동으로 발간하기로 협약하고 통상적인 학술지 명칭은 영문으로 표기하기

로 하였습니다. AJK는 한국연구재단이 인정하는 등재학술지이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국제 수준의 학술지로 도약하기 위

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많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시어 적극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학술지 명칭

The Asian Journal of Kinesiology (AJK; A. J. Kinesiol.)

2. Aims and Scope

Asian Journal of Kinesiology, AJK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인체

움직임의 원리를 밝히고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운동방법을

규명하며 “근거 중심의 운동처방”을 표방하며 향후 세계적으로 공

인된 미래의 전문자격사, 운동사(Kinesiologist)의 학문적 배경을 마

련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3. 발행횟수(발행일정)

연4회(1월 31일, 4월 31일, 7월 31일, 10월 31일)

4. 논문의 구성

▶논문의 제목/저자정보/초록/표/그림/참고문헌 등은 영문으로 작

성한다.

▶논문의 본문은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간체/번체) 등으로

작성한다.

▶본문의 골격은 서론, 본론(실험연구의 경우 방법 및 결과, 논의

포함), 결론 등으로 구성한다.

▶집필규정은 미국심리학회 집필규정에 따르며 연구윤리를 준수한

다.

5. 논문내용 및 형식

(연구 분야)

▶운동학(Kinesiology)의 기초 연구: 인체 움직임의 원리와 운동의

가치 및 과학적 방법에 대한 연구

▶근거 중심의 운동 처방 프로그램 연구: 체력관리(Health/Fitness;

Strength & Conditioning), 운동손상/스포츠재활(Athletic

Injuries: Athletic Training and Therapy), 임상운동 프로그램

(Clinical Exercise Program) 등에 관한 기술적, 실험적 연구

▶저출산고령사회 국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운동정책

연구

(논문의 형식) 

▶원저(Original Research)

▶종설(Review)

▶증례(Case Study)

▶속보(Rapid Communication)

(논문 작성방법)

모든 논문은 AJK 샘플원고를 이용하여 표제와 본문을 각각 작성하

여야 하며, 표제 페이지에는 논문의 형식과 제목 및 저자 정보(성

명, 소속 및 교신 저자의 연락처)를 영문으로 작성 한다. 본문에는 

저자를 식별 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표기하지 않는다.

6. 투고 자격

운동학 관련 연구자

7. 투고논문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수시

나. 접수방법: 홈페이지(http://submit.ajkinesiol.org) 접수

다. 논문투고 시 논문원고와 함께 다음의 구비서류 제출

(1) 표절검사결과(sample)

(2) 연구윤리확약서

(3) 자가점검표

(4)저작권 이전동의서는 게재확정 된 논문에 한하여 추가로 제출

8. 논문게재 순서 및 일정

가. 게재 논문의 권(호) 수의 결정은 논문심사결과 <게재가 판정>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게재순서를 정한다.

나. 논문심사결과 <게재가> 판정을 받은 후, 최대 3주일 이내에 온

라인 게재를 전제로 한다.

다.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의 경우일지라도 전체 게재확정 논문의

수량에 따라 논문게재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단, 속보의 경우 편

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게재일정을 조정 할 수 있다.

9. 관련규정

AJK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 참조

10. 심사비 및 게재료

가. 심사비: 없음

나. 게재료

1) 기본금액: 35만원(단, 회원할인 또는 논문분량 6쪽 초과 및 기

타 사유로 인한 추가 납입 금액에 대한 사항은 투고규정 및 시행세

칙 참조)

2) 납부방법: 편집위원회의 게재확정 통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지

정기간 내에 아래 계좌에 입금한다:

▶ 입금계좌: 국민 484201-01-318817 (대한운동학회)

▶ 유의사항

- 입금계좌로 계좌이체 시 입금표기 내용은 반드시 다음의 예

과 같이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AJK게재료(홍길동) 

- 입금 후 이메일(ajk.editor@gmail.com)으로 입금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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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 Executive Office: 
Address: 10-304 Gangnam Sangga, 303, Hyoryong-ro, 
Seochogu, Seoul, Korea (06643) 
E-mail: askack@hotmail.com
Website: www.askannualmeeting.org

The 11th Asia Conference on Kinesiology
In conjunction with the 5th Annual Meeting of Asian Society of Kinesiology

Healthy Ageing and Physical Activity

August 13 (Thu) - 16 (Sun), 2020 
The Alana Hotel Yogyakarta, Indonesia

Important Dates:
• Abstract Submission: March 1st ～ April 30th, 2020

• Early Bird Registration (EBR): March 1st ～April 30th, 2020

Registration Fees (EBR):
• Professional: $300

• Student: $150

Call for Abstracts:
* Health/Fitness
* Human Performance and Sport Technology
* Clinical/Rehabilitation
* Basic Medical Science related to Kinesiology
* Clinical Case Study
* Education, Culture, and Social Support for Physical Activity

* Other fields of interest

Asian Journal of Kinesiology:
• Website: http://ajkinesiol.org
• E-Submission; http://submit.ajkinesiol.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