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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교과목 강의지침서

1. 교과목 정보

2. 교과목 개요

교과목명 학점
시간

이수구분
이론 실습

국문 무도와 인성(태권도)
1 2 교양필수

영문
Martial Arts & Personality Cultivation 

(Taekwondo)

구분 대학 및 기관 학부(과)·전공 성명

관리 책임교수 예술체육대학 체육학과 하형주

신청 책임교수

예술체육대학 태권도학과 권유찬

구분 교과목 개요

국문

현대사회는 입시, 취업 위주의 제도화된 교육의 틀 안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간소외 및 개인주의적 사고, 인성교육의 부재로 인한 많은 

부작용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요소가 인성과 건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공교육의 현실은 인성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볼 때, 신체 수련과 더불어 인성교육에 상당한 가치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 국

기인 “태권도” 수련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태권도에서 인성교육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 첫째, 개인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인성덕목인 “자기가치 영역” 둘째, 자기와 타인의 관계에서 실현할 

수 있는 인성덕목인 “대인관계 영역“ 셋째, 지역사회 및 국가와 관련된 인성 덕목

인 ”사회정의 영역“을 체득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신체 수

련을 통한 건강 증진과 인성 교육을 통한 자아실현 및 바람직한 인격 함양하는데 

본 교과목의 필요성과 목적이 있다. 또한 열정적인 수련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

을 부여시켜 세계 어느 무대에서도 당당하게 앞장 설 수 있는 글로벌 리더를 양

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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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Korean education system focuses only on college entrance exams, people 

are educated with a strong sense of rivalry. So in the economic society, we 

lose our humanity unconsciously and this causes human alienation and 

individualistic thinking. Korean education system dosen't put great emphasis 

on character and health care even though they are the basic elements of 

living in a modern society.

Despite the fact that humanity and health are the most necessary factors 

for social life, the reality of public education in Korea overlooks the 

importance of humanity and health care. In this aspect, Taekwondo has a 

great value for character education as well as health enhancement with 

training. 

Taekwondo personality education is largely focused on three values and 

aducate on them. First, it is a 'self-worth area' which can be realized on an 

individual level. Second, it is a 'interpersonal relations ared' which can be 

realized on human relations. Third, it is a 'social justice area' which is related 

to the community, nation and nationality. Based on physical education and 

personality education, it  is possible to cultivate desirable personality and  to 

achieve self-realization. 

In addition, through the efforts of a long training period, students can 

differentiate themselves from other college students by encouraging their 

individual challenging spirit, self-confidence and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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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핵심역량 설정

   - 본 교과목을 수강하여 배양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설정(최대 2개 이내)
핵심
역량

선택
(√) 수행기준

친화적
인성역량

( √ )

ㆍ인간의 본성과 가치를 탐구하고 정신세계를 투시하여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영
위하며,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고 삶을 아름답게 영위하려는 바람직한 인성을 함
양한다.

ㆍ또한 공동체를 창의적으로 이끌어갈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 자신을 적극 개발
하는 동시에 타인의 관심과 공감을 획득하는 고도의 친화력을 배양하여 인간과 
인간의 조화 및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모색한다.  

협력적
소통역량

(  )

ㆍ자기세계를 정확히 표현하는 자기표현능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 현대사회의 복잡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상호 협력적
인 소통의 역량을 고양한다. 

ㆍ소통과 융합의 가치를 중히 여겨, 타인을 포용하고 포섭하는 덕성을 함양하며, 
환경과 기계 기술 등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될 수 있는 포괄적인 소통능력
을 배양한다.

통섭적 
창의역량

(  )

ㆍ현대사회의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폭넓게 습득하여 수용하고, 이를 다시 종횡으
로 융복합하여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통섭의 사고능력을 배양한다.

ㆍ또한 미래사회를 선도할 통섭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리더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과 능력을 총체적으로 배양한다.

선도적
지역혁신

역량
(  )

ㆍ세계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속에서 우리 지역의 입지와 역할을 단단히 구축하여, 
수도권과 차별화된 혁신적인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수준 높은 외국어 실력
을 갖춘 차세대 리더를 양성한다.

ㆍ이를 통해 광범위한 국제화의 네트워크 속에서 로컬리티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일조하고,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지역 연대를 통해 보편적 의제인 평화와 인권
을 도모하여 우리의 주권을 시현하는 강인한 혁신역량을 도모한다.

글로벌
도전역량

(  )

ㆍ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언어능력을 배양하고 적극적인 사고 및 태도를 함양하여, 
궁극적으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도전하는 글로벌 인재의 양성을 추구한다.

ㆍ이를 위해 언어 이외에도 우리 문화의 특수성과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며, 국제사회에 통용될 유연하고 글로벌한 사고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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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 례

주차 수업주제 비고

1 태권도 이론(정의, 가치, 역사 등)과 인성 교육

2 태권도 도복과 띠의 의미와 수련 시 갖추어야 할 예절 교육

3
태권도 기본동작(준비자세, 서기, 지르기, 막기 등)과 발차기의 이해와 수련 및 

인성교육(자기가치 영역)

4
태극 1장(유급자 품새)의 의미와 가치, 품새 동선의 이해와 수련 및 인성교육

(자기가치 영역)

5
태극 2장(유급자 품새)의 의미와 가치, 품새 동선의 이해와 수련 및 인성교육

(자기가치 영역)

6
태극 3장(유급자 품새)의 의미와 가치, 품새 동선의 이해와 수련 및 인성교육

(자기가치 영역)

7
태극 4장(유급자 품새)의 의미와 가치, 품새 동선의 이해와 수련 및 인성교육

(자기가치 영역) 

8 중간고사

9
유급자 품새 전반부(1, 2, 3, 4장)에 대한 점검과 태권도 품새가 가지는 의미

에 대한 교육

10
태극 5장(유급자 품새)의 의미와 가치, 품새 동선의 이해와 수련 및 인성교육

(대인관계 영역) 

11
태극 6장(유급자 품새)의 의미와 가치, 품새 동선의 이해와 수련 및 인성교육

(대인관계 영역) 

12
태극 7장(유급자 품새)의 의미와 가치, 품새 동선의 이해와 수련 및 인성교육

(사회정의 영역) 

13
태극 8장(유급자 품새)의 의미와 가치, 품새 동선의 이해와 수련 및 인성교육

(사회정의 영역) 

14
유급자 품새(1~8장) 전반에 관한 점검 및 발차기 동작 점검

단증 취득(자격증)을 위한 방법과 예절에 관한 교육

15 기말고사 및 인성교육 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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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학습목표』

  태권도 이론(정의, 가치, 역사 등)과 인성교육을 통해 태권도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태권도의 정의와 가치

   가. 태권도란 무엇인가?

   나. 태권도의 가치

    1) 신체운동으로서의 태권도

    2) 맨몸투기로서의 태권도

    3) 스포츠로서의 태권도

    4) 교육적 수단으로서의 태권도

    

  2. 태권도의 역사

   가. 태권도의 연원

   나. 시대별 태권도

    1) 고려시대의 태권도

    2) 중세시대의 태권도

    3) 근세시대의 태권도

    4) 현대의 태권도

  3. 인성교육

   가. 태권도 인성교육의 필요성

   나. 태권도와 인성의 관계

<그림 1-1> 대한태권도협회 및 국기원 마크

<그림 1-2> 시대별 태권도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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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학습목표』
  태권도 도복과 띠의 의미와 수련 시 갖추어야 할 예절에 관한 교육을 학습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태권도 도복과 띠의 의미

   가. 태권도 도복의 의미 

    1) 상의의 의미

    2) 하의의 의미

   나. 태권도 띠의 의미 

 

  2. 태권도 위계

   가. 수련의 단계(유급자)

   나. 수련의 단계(유단자)

  3. 태권 수련 시 지켜야 할 예절

  가. 인사법

  나. 수련 전후의 정리 정돈

  다. 도복 착용과 띠 착용 시의 예절

  라. 수련 시 상대방과 지도자에 대한 예절

<그림 2-1> 태권도 도복과 띠

<그림 2-2> 대한태권도 협회 인성교육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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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학습목표』
  태권도 기본동작과 발차기의 이해와 수련 및 인성교육(자기가치 영역)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태권도 기본동작의 이해

   가. 준비자세

   나. 서기

    1) 앞 서기

    2) 앞굽혀 서기

    3) 뒷굽혀 서기

    4) 주춤 서기

    5) 꼬아 서기 등

   다. 지르기

    1) 몸통, 얼굴, 아래 지르기

    2) 세워 지르기

    3) 당겨 지르기 등

   라. 막기

    1) 내려 막기

    2) 몸통 막기

    3) 얼굴 막기 등

  2. 태권도 발차기의 이해

   가. 기본발차기

    1) 앞차기

    2) 돌려차기

    3) 옆차기 등

  3. 인성교육

   가. 자기가치 영역(예의, 정직, 인내, 책임감, 성실, 절약정신, 자신감, 자기존중, 신중, 용기, 주도성, 열정)

   나. 대인관계 영역(배려, 우정, 용서, 신뢰, 존경, 리더쉽, 사랑, 공평)

   다. 사회정의 영역(협동심, 준법정신, 애국심, 정의)

<그림 3-1> 태권도 기본동작의 예시

<그림 3-2> 태권도 기본 발차기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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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학습목표』

  태극 1장의 의미와 가치, 품새 동선의 이해와 수련 및 인성교육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태극 1장의 의미와 가치

   가. 팔괘의 건(乾)과 양(陽)의 의미

   나. 태극 1장의 구성내용(동작)

    - 기초 동작(아래 막기, 몸통 막기, 몸통 지르기, 앞차기)

  2. 태극 1장의 동선과 이해 및 수련(18동작의 이해)

  3. 인성교육

   가. 자기가치 영역

    1) 예의

     - 상대방을 조준하고 그 마음을 나타내는 행동을 실천

     - 인간관계에서 행하여야할 올바른 예와 도를 행동을 나타냄

    2) 정직

     - 마음이 바르고 곧으며,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기본 덕목

    3) 인내

     - 참고 견디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힘들더라도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그것을 참고 

견딤

<그림 4> 태극 1장의 품새 선과 동작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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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학습목표』

  태극 2장의 의미와 가치, 품새 동선의 이해와 수련 및 인성교육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태극 2장의 의미와 가치

   가. 팔괘 태(兌)의 의미

   나. 태극 2장의 구성내용(동작)

   다. 새로운 동작

    - 얼굴 지르기

  2. 태극 2장의 동선과 이해 및 수련(18동작의 이해)

  3. 인성교육

   가. 자기가치 영역

    1) 책임감

     - 자기가 맡은 일이나 임무를 완수하고, 끝까지 해내는 것.

    2) 성실

     -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으로는 정성을 다하고, 몸으로는 최선을 다하는 것.

    3) 절약정신

     - 개개인에 주어진 정리정돈 등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모든 물품을 소중하게 다룸.

<그림 5> 태극 2장의 품새 선과 동작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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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차】

『학습목표』

  태극 3장의 의미와 가치, 품새 동선의 이해와 수련 및 인성교육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태극 3장의 의미와 가치

   가. 팔괘 이(離)의 의미

   나. 태극 3장의 구성내용(동작)

   다. 새로운 동작

    - 손날 목 치기, 손날 막기, 뒷 굽이 서기

  2. 태극 3장의 동선과 이해 및 수련(20동작의 이해)

  3. 인성교육

   가. 자기가치 영역

    1) 자신감

     -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

     - 자기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마음

    2) 자기존중

     - 자신이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남이 자기를 함부러 대하지 못하도록 함.

    3) 신중

     - 어떤 일을 추진하기 전에 혹시 모를 문제점을 점검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임.

<그림 6> 태극 3장의 품새 선과 동작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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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차】

『학습목표』

  태극 4장의 의미와 가치, 품새 동선의 이해와 수련 및 인성교육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태극 4장의 의미와 가치

   가. 팔괘 진(震)의 의미

   나. 태극 4장의 구성내용(동작)

   다. 새로운 동작

    - 손날 몸통 막기, 편 손끝 지르기, 제비품 목치기, 옆차기, 몸통 바깥 막기, 등주먹 얼굴 앞치기, 

미끄럼발 동작

  2. 태극 4장의 동선과 이해 및 수련(20동작의 이해)

  3. 인성교육

   가. 자기가치 영역

    1) 용기

     - 어려움, 특히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표출되는 씩씩하고 굳센 마음

    2) 주도성

     -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이 선택하며 선택한 것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능력

    3) 열정

     - 어떤 일에 대한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그림 7> 태극 4장의 품새 선과 동작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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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차】

『학습목표』

  중간고사

  

『평가내용』

  

  1. 태극 1장 (18동작)

  

  2. 태극 2장 (18동작)

  

  3. 태극 3장 (20동작)

  

  4. 태극 4장 (20동작)

  

  5. 채점 기준 (품새는 “구령 없이” 실시)

   가. 정확성

    1) 기본동작

    2) 각 품새별 세부 동작

    3) 균형

   나. 표현성

    1) 동작의 기술적 특성의 표현

    2) 조화 (강유·완급·리듬)

    3) 기의 표현

<그림 8> 평가항목 및 배점표 (10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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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차】

『학습목표』

 태권도 호신술의 기본 동작과 급소 운용 및 낙법에 대한 교육

  

『학습내용』

  

  1. 호신술의 정의와 필요성

   

  2. 호신술의 개념과 기본 동작 수련

  

  3. 호신술 수련

   1) 적극적 호신술

   2) 선택적 호신술

   3) 상황적 호신술

  

  

  5. 도구를 이용한 호신술

  6. 인원 및 신체적 특성에 따른 호신술

   1) 인원에 따른 상황대처 및 호신술 방법

   2) 신장의 차이에 따른 호신술 요령

   3) 성별의 차이에 따른 호신술

<그림 7> 호신술 수련방법과 호신술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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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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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태극 5장의 의미와 가치, 품새 동선의 이해와 수련 및 인성교육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태극 5장의 의미와 가치

   가. 팔괘 손(巽)의 의미

   나. 태극 5장의 구성내용(동작)

   다. 새로운 동작

    - 메주먹 내려 치기, 팔굽 돌려 치기, 옆차며 옆지르기, 팔굽 표적 치기, 꼬아 서기, 왼서기, 오른 

서기

  2. 태극 5장의 동선과 이해 및 수련(20동작의 이해)

  3. 인성교육

   가. 대인관계 영역

    1) 배려

     -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사려 깊고 상냥하며 겸손함

    2) 우정

     - 동료 간에 아끼고 위하며, 희로애락을 나누는 마음

    3) 용서

     -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함

    4) 신뢰

     - 믿고 의지하며, 상대방을 이해하고 지지함

<그림 10> 태극 5장의 품새 선과 동작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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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차】

『학습목표』

  태극 6장의 의미와 가치, 품새 동선의 이해와 수련 및 인성교육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태극 6장의 의미와 가치

   가. 팔괘 감(坎)의 의미

   나. 태극 6장의 구성내용(동작)

   다. 새로운 동작

    - 한 손날 얼굴 바깥 막기, 돌려차기, 얼굴 바깥 막기, 바탕 손 몸통막기, 편히 서기

  2. 태극 6장의 동선과 이해 및 수련(19동작의 이해)

  3. 인성교육

   가. 대인관계 영역

    1) 존경

     - 본받고 싶은 대상을 항상 따르고 섬기려는 마음과 다른 사람을 높여 주고 공경하는 마음

    2) 리더십

     - 경험적 지식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해가며 통솔력과 상호 신뢰를 쌓음

    3) 사랑

     - 지도자에게 감사한 마음, 동료들의 시범에 박수치고 환호해주는 따뜻한 감정과 마음

    4) 공평

     -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 공정하게 나누며, 올바른 기준을 가짐

<그림 11> 태극 6장의 품새 선과 동작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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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차】

『학습목표』

  태극 7장의 의미와 가치, 품새 동선의 이해와 수련 및 인성교육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태극 7장의 의미와 가치

   가. 팔괘 간(艮)의 의미

   나. 태극 7장의 구성내용(동작)

   다. 새로운 동작

    - 손날아래막기, 바탕 손 거들어 막기, 보주먹 가위 막기, 무릎치기, 몸통헤쳐 막기, 제친 두 주먹 

몸통 지르기, 엇걸어 아래 막기, 표적치기, 옆지르기, 범서기, 주춤서기

  2. 태극 7장의 동선과 이해 및 수련(25동작의 이해)

  3. 인성교육

   가. 사회정의 영역

    1) 협동심

     - 서로의 마음과 힘을 합하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함 

    2) 준법정신

     - 공공질서 및 생활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여러 사람 간의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는 정신

<그림 12> 태극 7장의 품새 선과 동작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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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차】

『학습목표』

  태극 8장의 의미와 가치, 품새 동선의 이해와 수련 및 인성교육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태극 8장의 의미와 가치

   가. 팔괘 곤(坤)의 의미

   나. 태극 8장의 구성내용(동작)

   다. 새로운 동작

    - 두발당성, 바깥 팔목 몸통 거들어 바깥 막기, 외산틀 막기, 턱지르기, 거들어 아래 막기, 뛰어 

차기, 팔굽 돌려 치기)

  2. 태극 8장의 동선과 이해 및 수련(27동작의 이해)

  3. 인성교육

   가. 사회정의 영역

    1) 애국심

     - 조국을 사랑하고 국가의 복지와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

    2) 정의

     -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옳은 것은 지키고 잘못된 것을 따르지 않는 것

     - 정직하고 공정한 마음을 갖고 떳떳하게 생활하는 것.

<그림 13> 태극 8장의 품새 선과 동작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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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차】

『학습목표』

  유급자 품새 (1~8장)에 대한 점검과 발치기를 점검하고, 단증 취득(자격증) 방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유급자 품새 (1~8장) 전체 점검

   가. 품새 교본을 통한 접근

   나. 실습을 통한 전체 점검

   

  2. 단증 취득 절차에 대한 소개

<그림 14-1> 태권도 품새 교본과 내용

<그림 14-2> 승단 심사의 절차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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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차】

『학습목표』

  기말고사

  

『평가내용』

  

  1. 태극 5장 (20동작)

  

  2. 태극 6장 (19동작)

  

  3. 태극 7장 (25동작)

  

  4. 태극 8장 (27동작)

  

  5. 채점 기준 (품새는 “구령 없이” 실시)

   가. 정확성

    1) 기본동작

    2) 각 품새별 세부 동작

    3) 균형

   나. 표현성

    1) 동작의 기술적 특성의 표현

    2) 조화 (강유·완급·리듬)

    3) 기의 표현

   6. 인성교육 설문 조사

<그림 15> 평가항목 및 배점표 (10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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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운용계획

무도와 인성(태권도) 수업 운용 계획서

항목 운 영 내  용

수업 기간
  1-2학기 교양필수 100 %  + 교양선택 10%

 * 캠퍼스별로 종목별 교양선택 과목 10개 강좌 이상 개설가능.

 수업 목표

태권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련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단증 취득

을 통하여 군입대시(ROTC, 사관학교 등)와 경찰 공무원 등 지원 시 가산점

을 받을 수 있는 등 많은 해택을 가지고 있음

 교육을 통한 인성 및 리더십 함양/  전교생 무도 유단자 졸업

교육 방법

 무도(태권도)와 인성교육, 무도수련과 리더십 교육

 실기지도를 통한 승급 및 승단 심사 제공

 교육 전 강사들의 집체 교육(O/T)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꾀하며, 모든 

교과목에서 동등한 교육을 받도록 유도

 강사들의 집체교육(O/T)시 적십자사와 연계하여 강사 전원 CPR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심사 방법
 동아대학교 내 자체심사(협회관계자 1인, 동아대 관계자 1인)

 1회 최대한 200명 심사 가능. 

 *각 학기 수업 중 자체 심사 후 협회에 일괄 신청

 *탈락 시 보강 후 후속 심사기간에 재심사 기회 부여

심사비
 승급 및 승단 심사비 합계 약 10만원

 협회 납입비와 심사위원 심사비 등 실비 제외한 추가 수입 예상

 단증 취득
 1학기 중간고사에서 1급 시험, 기말고사 수련 중 1단 신청

 * 1학기 수강과 승단심사 후 국기원 자격 1단 취득 

   유단자의 경우 승단 심사 실시(ex: 1단 → 2단 심사 기회 부여)

수업 필요 

장비

및 장비확보 

계획

 * 도복 및 띠는 개인이 구입.

 * 미트 및 장구류는 발전기금으로 구입

 미트 300개 * 3만원 = 900만원

 * 각 분반의 인원 수에 따라 보호 장비 및 미트 구입량 조절 가능(50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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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안전 사고 예방 지침

『안전사고 예방 지침』

1. 수업 내용 측면

 가. 철저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 운동 전후 철저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으로 부상 방지 및 원활한 운동 수행

   - 추위에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켜 줌으로서 부상을 예방

   - 태권도 교육은 품새 위주의 수업으로 부상 가능성이 매우 낮음

 나. 학생 전원 겨루기 금지

   - 이전 시간에 배운 것 개별적으로 연습하는 것 금지 (겨루기 및 발차기)

     

 다. 운동에 적합한 복장 요구

   - 부적절한 복장 착용으로 인한 기술구사 상해 방지

   - 수강자 전원 태권도복 착용.  

   - 태권도에 특성화된 도복 및 띠의 착용으로 운행 수행 능력 향상과 더불어 태권도의 

정신과 예의를 기른다.

 라. 무리한 수업 진행 지양

사고발생 → 의무실내원
(학교의무실) →

의료기관 치료
(현지 또는 

본인희망의료기관) 
→ 보험금 

청구

강의실 내 사고 발생 시 치료비 보상 절차

   마. 안전사고 예방

     - 태권도 강사들의 집체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에 철저한 대비책 마련

     - 집체 교육 : 적십자사와 연계한 CPR(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