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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1강의 계획서 LPGA Level I Syllabus  

2023년 봄 학기  

Spring Semester 2023 

강사 Instructor 코스 운영/관리 Course Administrator) LPGA Asia  근무시간 Office Hours 

Jody Jackson 김세윤 대리 월요일 – 금요일 Monday – Friday 

 Phone 02-512-8997 9:00 AM – 6:00 PM 

 Email seyoon.kim @lpgaasia.com  

수강기간: 2023년 5월 23일 – 8월 10일 (May 22 – August 10, 2023) 

강의 개요 (Course Overview) 

 LPGA 레벨 1 온라인 코스에서는 LPGA의 역사와 학생 중심의 골프 티칭 방식의 발전이 소개됩니다.  

• 매뉴얼, 강의, 그룹 토론 및 과제를 통해 효과적인 골프 레슨의 구성 요소 분석  

• 효과적인 학생 인터뷰 시범  

• 골프 피트니스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워밍업의 역할 설명  

• 공 비행 법칙 및 프리모션 구성 요소 확인  

• 골프 클럽 변수 확인  

 

레벨 1 온라인 코스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수강생들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통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 공 비행 법칙의 물리학, 프리모션 구성 요소, 골프 스윙의 인모션 

구성 요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LPGA 레슨 모델의 12 가지 구성 요소를 식별하고, 이러한 요건들 중 일부를 

실제 레슨에서 시연할 수 있습니다.  

 

필수 텍스트 자료 (Required Text) 

모든 텍스트 자료는 온라인 코스 내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전체 매뉴얼은 코스 내의 학생 리소스 

폴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LPGA 는 텍스트 자료들을 디지털로만 제공하며, 학생은 원하는 경우 설명서를 

다운로드 받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모든 LPGA 텍스트 자료는 LPGA 가 저작권을 가지며,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mailto:Professionals.edu@lp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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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인 필수 사항 (Required technology access) 

인터넷: KeiserUniversity.blackboard.com에 로그인하기 위해 인터넷 접속이 필요합니다.  

컴퓨터용 웹 브라우저: 최적의 호환을 위해 온라인 코스 접속 시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합니다.  

모바일 앱: Blackboard 앱을 다운로드 하면 성적, 코스 컨텐츠 및 기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OS 및 

Android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비디오 녹화 장치: 수강생들은 골프 스윙을 녹화할 수 있는 장치(스마트폰 또는 캠코더)가 필요합니다. 영상뿐 

아니라 소리도 녹화하기 위해서 장치에 따라 마이크가 있는 무선 이어폰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레벨 1의 

모든 비디오 녹화 과제를 할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는 레벨 2를 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그인 (Login) 

학기 시작 전 주에 Keiseruniversity.blackboard.com 의 패스워드가 발송됩니다. 이 패스워드를 꼭 저장하세요. 

이 패스워드는 LPGA 웹사이트의 계정 비밀번호와 다르며, 분실 시 재설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패스워드를 

잊어버리거나, 로그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내에 LPGA 본사로 문의하세요.  

 

학생 자료/리소스 (Resources) 

토론 게시판 내에 LPGA 오피스 및 평가자/인스트럭터에게 질문할 수 있는 학생 자료 (Student Resource) 폴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스 스케쥴 (Course Schedule) 

코스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은 2022년 8월 21일 일요일입니다. 늦게 제출했을 시의 과제 지침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닛  

Units 

Time - Korea 과제/평가 

Assignment/ Evaluation 

Date - Korea 점수 

Points 

Live Calls  

 

These calls are 

required. 

9:00 – 10:00 AM 

9:00 – 11:00 AM 

9:00 – 11:00 AM 

9:00 – 11:00 AM 

9:00 – 11:00 AM 

9:00 – 11:00 AM 

Orientation 

Unit 1 & 2 Live Call 

Unit 3 & 4 Live Call 

Unit 5 & 6 Live Call 

Unit 7 & 8 Live Call 

Virtual Class 

5/23/2023 

6/13/2023 

6/27/2023 

7/11/2023 

7/25/2023 

8/1-2/2023 

50 

50 

50 

50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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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닛  

Units 

Time - Korea 과제/평가 

Assignment/ Evaluation 

Date - Korea 점수 

Points 

유닛 

Units 

주제 

Subject 

과제/평가 

Assignment/ Evaluation  

마감기한 

Due Date  

점수 

Points  

Getting  

Started 

 Quiz - Syllabus Practice 

Fill in a Fillable PDF 

Assignment – “Introduce Yourself” 

Video 

5/28/2023 

20 

10 

10 

Unit 1 About the LPGA   

Introduction to the 

IPS 

1.3 Assignment 

1.4 퀴즈  

 

6/4/2023 

210 

180 

Unit 2 Communication 2.3 Assignment 

2.4 퀴즈  
6/11/2023 

100 

250 

  Live Call Assignment 1 & 2 6/18/2023 50 

Unit 3 Golf Skill Learning 

 

3.3 Assignment 

3.9 퀴즈  
6/18/2023 

70 

290 

Unit 4 IPS – Ball Flight 

Laws, Impact 

Parameters and the 

D-Plane 

4.3 Assignment 

4.5 퀴즈  6/25/2023 

140 

120 

  Live Call Assignment unit 3 & 4 7/2/2023 50 

Unit 5 IPS Pre-Motion 

Components 

 

5.3 Assignment  

5.4 퀴즈  7/2/2023 

100 

130 

Unit 6 The Body/Motion 

Connection 

6.3 Assignment 

6.4 퀴즈   
7/9/2023 

270 

140 

  Live Call Assignment unit 5 & 6  7/16/2023 50 

Unit 7 Equipment 

Considerations 

Equipment Survey 

7.6 Assignment 

7.7 Quiz  

7/16/2023 

0 

200 

140 

Unit 8 IPS In-motion 

Components 

8.6 Assignment 

8.7 Quiz  

Student Feedback Survey 
7/23/2023 

230 

2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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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및 평가 (Grading and Evaluation) 

과제 제출 마감 기한은 일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상세한 날짜는 강의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점 결과 

점수는 과제 제출 후 다음 일요일까지 게시됩니다. 학생이 과제물을 조기 제출해도 과제 마감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는 성적표에 점수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수강생은 온라인 코스 전체 점수의 80%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대면 세미나 전까지 80%의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대면 세미나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세미나 이후 온라인 코스를 재수강하여 80%를 획득하지 

못한 나머지 과제 및 퀴즈를 완료해야 하며, 남은 과제의 종류와 수에 따라 LPGA 오피스가 지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레벨 1 온라인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모든 과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남은 

과제의 종류와 수에 따라 LPGA 오피스에서 지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고, 다음 학기 재수강을 통해 모든 

과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과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학생은 과제당 $50~$200 의 비용을 지불하고, 과제를 

완료하기 위해 다음 학기에 재등록되며, 과제의 50% 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학생은 전액을 부담하고 코스를 

재수강해야 합니다.  

학문적 진실성 (Academic Integrity) 

학생들은 자신의 과제를 스스로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대본을 작성하거나 편집한 

것으로 보이는 비디오 제출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런 경우 과제는 미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퀴즈 (Quizzes) 

학생들은 각 퀴즈에 2번 응시할 수 있습니다. 퀴즈를 일단 시작한 후에는 되돌릴 수 없으며, 저장 혹은 되돌아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실시간 강의 (Live Calls) 

모든 학생은 라이브 콜에 참석해야 합니다.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미리 평가자 혹은 LPGA 오피스에 알려야 합니다. 

라이브 콜의 대체 시험이 허용 가능한 사유로는 심각한 질병, 가족 등과 관련된 긴급한 용무 또는 기타 불가피한 

상황들이 포함됩니다. 정상 참작이 가능한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은 코스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50%이상의 

라이브콜에 참석해야 합니다. 50% 미만의 참석률을 받은 학생들은 추가비용을 내고 다음학기의 라이브콜을 

재수강해야합니다. 모든 라이브 콜은 녹화되며, 라이브 콜 폴더에 녹화본이 게시됩니다. 모든 학생은 마감 기한 내에 

라이브 콜 내용에 대한 복습 과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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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늦게 제출 시  

모든 과제는 마감일의 밤 11시 59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점수는 다음 주말까지 성적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제를 기한보다 늦게 제출하더라도 점수를 획득할 수는 있으나, 최소 5%~최대 20%까지의 감점이 주어집니다. 

4주 이상 늦게 제출된 과제는 0점 처리됩니다. 이는 마감일로부터 4주까지로 계산됩니다.  

마감일로부터 4 주 이내에 과제를 완료하지 못할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학생은 즉시 LPGA 오피스 및 

평가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늦은 과제 제출이 허용될 지 여부는 각각의 사례에 따라 LPGA 오피스가 결정합니다.  

과제 재제출  

학생들에게는 퀴즈는 2회 응시, 과제 및 토론 과제는 1회의 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학생이 과제를 답안을 

작성하지 않거나 첨부파일 없이 실수로 제출한 경우, 평가자는 재제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생은 

평가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재 제출 기회를 요청해야 하며, 빠진 일부만이 아니라 전체 답안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이 실수로 잘못 제출한 과제가 “토론 과제” 인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실수가 있었음을 통보하고, 

자신이 만들어 둔 스레드 아래에 추가적으로 답글을 달아 빠진 부분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미 채점이 끝난 토론 

과제에 평가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답글을 추가로 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채점이 완료된 과제에 대해 추가적인 제출 요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과제나 토론 과제의 질문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면 과제를 제출하기 전에 평가자 혹은 인스트럭터에게 

이메일을 보내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과제 제출 전, 과제 및 토론과제의 채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경우 MY GRADES 폴더의 지시문을 확인하세요.  

평가자들은 48 시간 이내에 학생의 이메일에 회신을 할 것입니다.  

시민 의식 / 프로의식  

학생들은 프로페셔널로서 LPGA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LPGA 회원들은 LPGA 프로페셔널 행동 강령을 

따라야 합니다. 본 클래스는 학습을 위한 커뮤니티로서 우리는 서로 협력할 것입니다. 학습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하게 여겨주세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신공격이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발언은 삼가 주세요.  

 

예의와 전문성으로 의사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프로페셔널한 매너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예의 

바르고 존중하며, 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일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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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 제공  

LPGA는 미국 장애인법 (ADA)에 따라 장애 학생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요청하려면 LPGA 본사로 

(professionals.edu@lpga.com) 문의하세요.  

 

취소  

모든 취소 요청은 학기 시작일 전에 LPGA 본사에 이메일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3주 이내에 

접수된 취소에는 $250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No Show는 등록비 전액 환불 불가합니다.  

학기 중에 수업을 취소하는 경우, $250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며, LPGA 본사에 이메일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학생은 코스를 재수강해야 하지만 수강 취소 후 2년 이내에 재수강 하는 경우 앞선 학기에서 이미 완료한 

과제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재수강 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전액을 지불하고 모든 과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의사 소견서 또는 기타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LPGA 오피스에 통보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다음 학기로 연기되며, $100 의 이동 비용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