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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1 진행방식

Introductions

심사위원연수 검정포인트Lv 1 변경취지

현재 검정의 문제점

변경 이유 및 목적

예상 문제점

접수절차

접수 방법

심사원 배정

접수인원

응시료

시간

프르그 보겐

슈템턴(후반부)

기초파라렐

기초숏턴

지도자 안전수칙

부정자 처리

개요

연수진행

심사위원 자격

기타 이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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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 변경취지

01 현재검정의문제점

• 스키교수법 제공 기회 전무
• 일방적방식의 검정
• 비효율적인시간관리(검정대기시간 등)
• 많은인원으로 인한 평가의정확성 저하
• 부족한부분에 대한 피드백불가
• 검정슬로프 확보의 어려움

02

03 04

변경이유및 목적

• 교육과정에 충실한 연수 중심의검정
• 양방향소통 중심의 검정
• 정확한기초기술 전달및 이해
• 보완할부분에 대한 적절한피드백 제공

• 초기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
• 충분한레벨3 교육시간 확보의 어려움
• 자격증남발에 대한 일반인의인식
• 검정의객관성 결여에대한 우려

• 객관성담보를 위한 여러 조치 고려 중
(동영상촬영 등)

• 부정에관한 대책 마련
• 시행후 사후조치 및 개선책 마련

예상문제점 향후보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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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Level 1 진행방식

심사원배정 검정방법 기타사항

개인

- 연맹 홈페이지 온라인 접

수

-사무국에서상담

단체

- 연맹홈페이지 온라인접

수

- 응시자정보수집

- 시간, 장소 등록

- 응시자 정보 등록

- 단체참가비입금

- 게시판에서 스키장별 담

당자파일 참고하여 연락

후진행

- 스키장 별 심사관 사전

지원자신청

- 심사위원 사전 응시자를

모집하여홈페이지에

일괄 신청

- 단체신청시 심사위원

이직접 정보 수집 후 응시

자전원 등록 신청

심사원배정이 끝나면연

맹에서감독관을 배정하

여시험을 감독케 함.

- min 5명 max 7명

- 2시간 교육 1시간 검정

- 기존 4종목 (보겐, 

슈템, 기초파라렐, 기초

숏턴) 실시

- 탈락자 레포트 작성제공

- 레벨1자격증에 심사위원

실명표기실명제 운영

- 검정비용 7만원

1.5 스키장, 2.5 연맹

3 심사원 지급예정

- 검정 시간등 심사위원

과 검정생 등의 자율권

최대한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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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연수
진행

자격
기타
기준

Level 3 대상 심사위원 연수

연맹 교본이 제시한 4종목에 대

한기술의 이해 및 레벨1  이수

자에 대해 정확한 기술의 전달

이목표임

연수비 : 무료

레벨3이상, 데몬스트레이터, 위원

연회비 납부자

레벨1 심사연수를 이수한자

장소 및 일정: 홈페이지에 공지

문의 : 연맹사무실 02)488-6711

인증서 발급 : 유효기간1년



LEVELⅠTEST  JUDGMENT

Application manual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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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Precondition

100% 온라인로만 관리

모든 신청 및 결과 제출양식은 정해진 형식에 따라 처리

환불규정 등 관련 사항 필수고지(동의절차)

각 처리 과정별 일정 준수

혼선방지를 위해, 이미 확정된 검정의 일정변동은 최소화 원칙

사무국내 전담 인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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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코드

Information flow

심사위원 응시자

심사위원, 검정일, 검정장소 심사위원, 검정일, 검정장소, 
접수인원, 확정자 인원

검정코드심사위원 응시자

확정자인원/명단 검정코드, 응시자 개인정보

사무국심사위원 응시자

검정코드, 결과지 합격여부정보

심판료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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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등록 등록심사 응시신청 신청심사

등록자 : 각 심사위원

시기 : 10일전까지

등록정보

: 이름, 자격번호, 

개최장소, 개최일정, 

연락처, 계좌정보

처리자 : 사무국

시기 : 접수 후 1일

심사정보

: 유자격자인지 조회

처리결과

:승인/보류/대기

등록자 : 응시신청자

시기 : 응시 5일전까지

등록정보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검정코드, 

입금자,  환불계좌

Online process

처리자 : 사무국

시기 : 접수 후 1일

심사정보

: 응시료납부 조회

처리결과

:승인/보류/대기

승인처리되면

게시/정산

 응시결과 온라인 반영

심사비 정산(매달 15일)

진행/환불

 응시자 통보 및 검정

진행

검정결과온라인 등

록(엑셀)

미달시 환불처리

유효심사

처리자 : 사무국

시기 : 개최 5일전

심사정보

: 응시인원

처리결과

:승인/보류/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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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fication

• 등록된 검정에 대한 취소, 변경(날짜, 장소)은 검정일 7일전까지만 가능

• 취소, 변경 시 사무국에 접수

• 임의로 심사위원을 대체할 수 없음

• 임의, 취소 변경에 따른 응시자들의 민원(경제적 피해 청구 포함)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심사위원

본인에게 있음

• 심사위원은 검정진행 시 응시자들에게서 자격증 확인 요청이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함

• 심사위원은 공인 검정 메뉴얼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의 불공정, 부적절한 처리절차 등에

대한 민원발생시 연맹의 관련 상벌규정에 의거, 불이익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심사위원

응시자

• 응시 시간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입금 완료를 했더라도, 응시인원이 미달할 경우 해당 검정은 개최 취소가 될 수 있음 (응시료는 환불)

•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시간을 준수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응시료 환불을 요구

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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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Registration for judge

검정행사 개최등록 / 결과등록

심사위원명

자격번호

전화번호

개최장소

개최일정

계좌정보

로그인하면자동입력

Select box에서스키장선택

달력에서날짜선택

다수검정등록용엑셀양식 (작성후첨부)

[작성 권한]
: 심사권한 있는 회원
(권한 없으면 접근 불능)

게시판 모듈 형식으로,  개최신청
및 결과등록 가능하도록 구성

관련 규정 동의해야만 신청가능

사무국전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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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Application for applicant 

응시신청
[작성 권한]
: 로그인한 회원
(권한 없으면 접근 불능)

-개최일정이 있는 장소와날짜만 표출
- 스키장별, 개최일별로 버튼 구현

-참가확정자수가 7명 이내일 경우만 버튼 활성화
-관련규정 동의해야만신청가능
-심사위원은참가 확정자 명단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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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신청

심사코드

참가자명

전화번호

입금자명

환불계좌

자동입력

다수검정등록용엑셀양식 (작성후첨부)

ST2017012305 (스타힐, 1/23일)

Test Application for applicant 

사무국전산처리

신청 후 입금까지 완료하여야
승인처리 됨

중복신청 불가능(검정희망일
변경의 경우 반드시 사무국에
유선 요청)

합격자 정보 업데이트
(검정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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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ume

응시자, 심사위원 완장 착용

완장은 각 스키장 담당 임원이 관리

각 조 : 심사위원용 1개, 응시자용 7개

응시자, 심사위원 모두 헬멧 착용

행사의 노출, 타 사설강습 등과의 구분, 검정의 신뢰도
를 위해 응시자와 심사위원은 정해진 복장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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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record

수검 인원수 만큼의 기록지 준비

기록용 펜 (연필 ) – 여유분까지 준비

기록지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인쇄

필요 시 날씨와 슬로프 명을 공란에 기입

반드시 정해진 양식에 테스트 결과 기록



LEVELⅠTEST  JUDGMENT

Operation manual
(검정운영메뉴얼)

검정에 참여하는 심사위원들은 다음의 내용들에 대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검정신청자들에게기술의 전달 및 지도법 전달을 충분히 해야 한다. 



LEVELⅢ Teaching Method

2017/18 Season

Presented by Lee, Munjin

K.S.I.A

지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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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첫인상이중요함.
밝은표정과 목소리, 
단정한복장과 명확한
자기소개를통해 자신
감을표현하고 신뢰감
형성

자기소개

대상파악

11 수업전준비

시간관리

목표설정

강습의유형(개인/단체),
강습대상의특성 파악

• 연령
• 수강목적
• 사용장비
• 기술수준

본인에게주어진
강의시간을정확히
파악하고, 
최대한효율적으로 활용

• 정렬방법
• 정렬위치선정
• 적절한도구나 싸인

강습자의수강목적과
실력, 주어진 시간과
상황을고려하여
정확한목표를 설정

• 단기적목표
• 장기적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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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G

H

긍정적인경험만이
다시스키를 찾게 하는
원동력. 강습생의 안전
을확보하고 스키의 재
미를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

• 안전장비 점검
• 복장점검
• 컨디션점검

안전 & 재미

강의방식
전달방법

피드백

다양한강의방식을
숙지하여, 대상과 상황
에따라 활용

• 숲/나무
• 전습법/분습법
• 결과중심/과정중심
• 형태중심/원리중심

대상과상황에 따라
효율적인전달 방식을
활용해야하며, 효율적
으로전달해야 함

• 언어적전달
• 적절한시범
• 전달을위한 효율적
인거리 유지

실습후에는 즉각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
의제공을 통해 스키기
술수행을 개선

• 선긍정적 피드백
• 후부정적 피드백

(개선을 위한 연습법
\응용동작제공)

12 수업중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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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3

역지사지

수강생의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수강생의
수준에적합한 언어의 사용과 목표설정 및
시범이필요함

• 관련용어 사용 전 사전 교육
• 수강생의피로도와 심리상태 파악
• 무리한동작 시범 및 요구 지양

단순한스키 기능만을전달하는 전달자이기
보다는스키문화를알려주는 동반자나 닮고
싶은 롤모델/멘토가 되어야 함

• 복장, 언행, 태도
• 전문지식과기능
• 스키의장점 전달

지도자의역할

13 수업외고려사항

01 자기반성

‘산을 오르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수 있다’
는 점을 받아들이고 다양한접근방법을 수용
할수 있어야 함. 수강생들이 스키를 통해 즐
거움을느끼는지 수시로확인해야 함

• 수강생및 동료의 평가를 통한 개선
• 끊임없는고민과 자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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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업개시전심사위원인사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레벨Ⅰ검정 심사위원을 맡아 진행할 대한스키지도자연맹 레벨Ⅲ 000(성명)입니다. 

이곳 00스키장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심사위원은 대한지도자연맹의 레벨 Ⅲ 지도자로서 레벨Ⅰ 심사위원 연수를 이수한 심사위원임을 말씀 드립니다.

검정이 끝나는 시간까지 공인된 검정 매뉴얼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레벨Ⅰ 검정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레벨Ⅰ 검정에서는 다수의 검정 인원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어 시간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졌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검정 방식으로 인해 지도법 제공의 기회가 전무 했습니다.

이에 대한스키지도자연맹에서는 레벨Ⅰ 응시자분들께 정확한 스키기술과 지도법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검정의 편의를 제공하여 보다 수준 높은 스키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검정은 2시간 교육 후 1시간 검정으로 구성됩니다.

검정 종목으로는 프르그 보겐, 슈템, 기초 패러렐, 기초 숏턴 네 종목이며 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됩니다.

검정 후 본 심사위원이 개별 피드백 평가 내용을 현장에서 여러분께 공지해 드릴 것이며, 이 때 합격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심사의 불공정성 그리고 부적절한 처리 등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면 검정 종료까지 본 심사 위원에게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스키지도자연맹에서는 유능하고 수준 높은 지도자를 배출하여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스키 환경을 조성하고

스키인구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모든 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LEVELⅢ Teaching Method

K.S.I.A

2017/18 Season

Presented by Demoteam head coach Jeon h.s

실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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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노우플라우 스탠스

-스탠스가너무 좁거나 지나치
게넓은 경우

-스키의탑 간격이 넓어지거나
변동시 감점

스 탠 스

11 스노우플라우턴(Snow Plow Turns)

B
자 세

-골반중심이 양 발의 정 가운데
서벗어나거나 바깥쪽 스키에
안정된체중이 실리지 않으면
감점

-폴라인에서골반의 중심이 양
스키의정 가운데 위치해 있지
않으면감점

C
신체 움직임

-과도한외향 및 로테이션

-상체가산 쪽으로기울거나
골반의중심점이흔들림

-움직임과함께턴 전체의조
화가부드럽게맞지 않으면 감
점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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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노우플라우 스탠스로 회전
을시작하며 폴라인이 지나면서
산쪽 스키의 아웃 엣지를 긁어
모아내츄럴 스탠스로 마무리

-스노우플라우 스탠스 취할 시
탑의간격의 변화가 되면 감점

스 탠 스

12 스템턴(Stemm Turns)

B
자 세

-스노우플라우 턴으로 회전을
시작하며회전의 후반에 알파인
베이직포지션으로 마무리

-폴라인에서골반의 중심이 양
스키의정 가운데 위치해 있지
않으면감점

C
신체 움직임

-과도한외향및 로테이션

-상체가산 쪽으로기울거나
골반의중심점이흔들림

-움직임과함께 턴 전체의 조
화가부드럽게맞지않으면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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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회전의양쪽 사이즈가 같지 않
으면감점

-회전과회전 사이의 연결이 부
자연스러우면감점

회전의형태

12

D
폴 플랜팅

- 폴 플랜팅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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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알파인베이직포지션(Alpine basic position)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은 스킹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이다. 
이 자세는 빠른 스키기술 습득의 기본이 된다.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은 모든 방향으
로 움직이기 위해, 또한 외부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꼭 취해야 하는 자세이다.



27

A

-골반넓이의내츄럴 스텐스를
유지

-지나치게넓거나 좁은 경우, 스
노우플라우 스탠스를 취한 경
우감점

스 탠 스

13 베이직롱턴(Basic Long Turns)

B
자 세

-알파인베이직 포지션

-스탠스는골반 넓이를 유지하
며골반의 위치가 스키의 중심
선에서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C
신체 움직임

-과도한외향및 로테이션

-상체가산 쪽으로기울거나
골반중심점이흔들림

-움직임과함께 턴 전체의 조
화가부드럽게맞지않으면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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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미들턴사이즈 보다 크며, 양쪽
회전크기가 같아야 한다

-회전의양쪽 사이즈가 같지 않
으면감점

회전의형태

13

D
폴 플랜팅

-뉴트럴구간에서 폴 플랜팅

-플랜팅준비 동작에서 신체의
중심이흔들리거나, 타이밍이
맞지않으면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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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골반넓이의내츄럴 스탠스 유
지

-인위적으로좁은 스탠스 또는
체형에맞지 않은 지나치게 넓
은스탠스

-회전중 스노우 플라우 스탠스
를취할 경우 감점

스 탠 스

14 베이직숏턴(Basic Short Turns)

B
자 세

-상체가폴라인을 향해 고
정되지않거나 흔들림 또는
안쪽으로기울어짐

-오버로테이션 할 경우 감
점

C
신체 움직임

-상체는폴라인을 향하여 고정, 하
체는좌우로 리듬감 있게 운동

-상체가폴라인을 향해 고정이 안
될경우, 스키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면감점

-상체가산 쪽으로 기울거나 골반
의중심점이 흔들림

-움직임과함께 턴 전체의 조화가
부드럽게맞지 않으면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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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회전은일정하고 둥근 슈플을
그리는 Two Fall line형태

-양쪽회전의 크기 동일

-슈플이고르지 않거나, 스키가
회전하지않고 억지로 밀고 비
틀면감점

회전의형태

14

D
폴 플랜팅

-뉴트럴구간에서 폴 플랜팅

-플랜팅후 포지션의 변화

-플랜팅의타이밍이 맞지 않거
나부정확 하면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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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및 장비설명

인원 체크 및 본인확인
준비운동
인사법
장비의 특성설명
슬로프 컨디션 확인
강습생의 컨디션 확인
공지내용 설명
일정설명

시작~00:15

스템 턴

00:45~01:15 01:45~02:15

00:15~00:45 01:15~01:45

인사및 장비설명

스노우플라우 턴

기술의 전달
개개인의 장,단점 설명
충분한 피드백 제공

02:15~03:00

기술의 전달
개개인의 장,단점 설명
충분한 피드백 제공

베이직롱턴

기술의 전달
개개인의 장,단점 설명
충분한 피드백 제공

베이직숏턴

기술의 전달
개개인의 장,단점 설명
충분한 피드백 제공

Lv1 검정

Time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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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도자안전수칙

시작전 반드시 체조, 스트레칭 등 준비운동을 충분히 한다.

설명시에는반드시 검정자가 펜스를 등지고 펜스가까이일렬로 서 있도록 한다.

슬로프에손님들이 많을 시 충분히 기다린 다음 위험 요소가 없을 때 실시한다.

지도자는 반드시 슬로프의 상태를 확인하여 아이스, 범프 등 사면의 특성을 파악한다.

음주여부를반드시 확인하여 조금의 음주라도검정에서 제외 시킨다.

레벨1 테스트에 맞는 사면을 선택하여 지도한다. 무리하게 높은 사면을 선택하지 않는다. 

검정자의신체 능력 및 컨디션을반드시 확인한다. 

지도자는반드시 헬멧을 착용하며 검정자에게도헬멧의 안전성에 대해 설명한다. 

시범후 실기 지도시 2명이상 같이내려오지 않고 1명씩 차례로 시범보이며 내려오게 한다. 

안전 안전

안전

안전

상기의내용들은 지도자 뿐만 아니라 검정자에게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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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설정, 장비의 상태 등 장비의 안전에 대해 설명한다.

장비의특성, 성향, 부분별 기능들을 충분히 숙지시키며사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

人 對 人 사고발생시의 대처 시나리오나 방법등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준비하도록 지도한다.

야간교육시 시야 확보에 따른 고속 자제 및 슬로프 상황판단에 만전을 기한다.

리프트나슬로프 내에서의 흡연은 절대 삼가며 위반 시 검정제외 시킨다. 

우천시나눈이 올 경우 슬로프 상황 수검자 상황에 미리 대비하여 탄력적으로운영한다. 

단체포메이션이나 라인스키는지양하며, 고속 턴으로 사람사이의스킹은 금지한다.

사고발생시 안전 확보 조치 후 패트롤 신고

타인을위협하거나 접촉하는 스킹 절대 금지하며 본의아니게그럴경우 먼저 사과한다. 

안전 안전

안전

안전

상기의내용들은 지도자 뿐만 아니라 검정자에게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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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도자부정시처리

본인확인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지도자

대리자가시험을 보는 것을 묵인하거나 허가한 지도자

실력이되지 않는 검정자를 합격시켜 준 지도자

연수및 시험을 보지 않고 허위로 보고한 지도자

이수증소지자가 아닌 레벨 3가 연수 및 시험을 본 경우

유효기간이 (1년) 지난 레벨 3 지도자가연수 및 시험을 본 경우

동호회등에서 활동하며 동호회만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는 지도자

검정관련하여심각한 민원의 대상이 된 지도자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지도자는 연맹 상벌위원회에서 지도자 자격을 말소 한다.



Thank you

K.S.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