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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목명 건강관리 학 점 3 교·강사명

강의시간 3시간 이론 / 실습 이론 전화번호

학습목표

1. 건강과 운동에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운동의 필요성과 효과 및  원리와 법칙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이

해하고 학습한다.

2.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생리학의 이해를 돕고  신체의 구조와 기능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효과에 대하여 학습한다.

3. 운동처방의 요소 및 실시단계의 과정을 학습한다.

4.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5. 대학생들의 생활을 중심으로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파악한다. 

6.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관리방법을 익힌다. 

7.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회인을 양성하는 방법을 익힌다.

8. 학습자의 다양한 생활 속 건강관리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여 건강유지 및 증진 방법을 숙지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운동과 건강관리/대경북스/김재정/2017

성적평가방법

정기평가(%) 수시시험(%) 과제물(%) 수업참여도(%) 기타

(그 밖에 

평가요소)

(%)

합계

(%)중간

고사

기말

고사

쪽지

시험

(돌발)

퀴즈

복습

시험
기타 리포트 번역

팀 

과제
기타 출석

토론

(방)

질문

(방)

탐구

활동

의견

(방)

학습

계획

서

기타

30 30 5 10 20 5 100

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차 차시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1

1

1. 강의주제

  - 건강의 정의와 관련요인

2. 강의목표

  - 건강의 정의와 관리

3. 강의 세부내용

  - 건강의 정의 및 건강의 관리를 학습한

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1장 건강과 운동

  1. 건강의 정의와 관련요인

   1) 건강의 정의와 관리

p17~2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건강의 정의와 관련요인

2. 강의목표

  -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3. 강의 세부내용

  - 영양, 영양불량과 영양결핍증, 영양과잉

증, 영양과 발육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1장 건강과 운동

  1. 건강의 정의와 관련요인

   2)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p21~2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건강의 정의와 관련요인

2. 강의목표

  - 운동과 생활습관

3. 강의 세부내용

  - 운동부족 및 휴식의 영향, 지나친 운동

의 영향, 생체리듬과 건강, 배설리듬, 

식사와 생활습관병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1장 건강과 운동

  1. 건강의 정의와 관련요인

   3) 운동

   4) 생활습관

p24~2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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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1. 강의주제

  - 건강의 정의와 관련요인

2. 강의목표

  - 스트레스

3. 강의 세부내용

  - 스트레스 요인, 스트레스와 인체반응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1장 건강과 운동

  1. 건강의 정의와 관련요인

   5) 스트레스

p27~2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건강의 정의와 관련요인

2. 강의목표

  - 알코올과 흡연

3. 강의 세부내용

  - 알콜과 음주문화, 알콜이 건강에 미치

는 영향, 알코올과 여성, 담배연기 중

의 유해물질, 간접흡연의 영향, 임신·출

산의 영향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1장 건강과 운동

  1. 건강의 정의와 관련요인

   6) 알코올

   7) 흡연

p29~3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건강의 정의와 관련요인

2. 강의목표

  - 환경

3. 강의 세부내용

  - 인간의 생존과 환경오염, 소음과 진동, 

공기상태의 변화, 가시광선, 마이크로파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1장 건강과 운동

  1. 건강의 정의와 관련요인

   8) 환경

p34~3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1. 강의주제

  - 운동의 필요성과 효과

2. 강의목표

  - 운동의 필요성, 운동의 효과

3. 강의 세부내용

  - 운동이 근육계통에 미치는 효과, 운동

이 호흡·순환계통에 미치는 효과, 비만

예방과 치료에 미치는 효과, 정서함양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1장 건강과 운동

  2. 운동의 필요성과 효과

   1) 운동의 필요성

   2) 운동의 효과

p36~4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쪽지시험

2

1. 강의주제

  - 운동의 원리와 법칙

2. 강의목표

  - 운동의 원리, 효과적인 운동을 위한 법

칙

3. 강의 세부내용

  - 과부하의 법칙, 점진성의 법칙, 반복성

의 법칙, 개별성의 법칙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1장 건강과 운동

  3. 운동의 원리와 법칙

   1) 운동의 원리

   2) 효과적인 운동을 위한 

법칙

p42~4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운동의 절차와 프로그램

2. 강의목표

  - 운동의 절차, 운동프로그램, 운동단계의 

구분

3. 강의 세부내용

  - 운동프로그램, 운동내용, 운동강도, 운

동단계의 구분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제1장 건강과 운동

  4. 운동의 절차와 프로그램

   1)운동의 절차

   2)운동프로그램

p44~5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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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교재, PPT 활용)

4

1

1. 강의주제

  - 뼈대계통

2. 강의목표

  - 뼈의기능, 뼈의 구조와 성분

3. 강의 세부내용

  - 뼈의구조, 뼈의 성분, 뼈의 형성, 뼈의 

연결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2장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생리학의 이해

  1. 뼈대계통

   1) 뼈의 기능

   2) 뼈의 구조와 성분

p53~6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근육계통, 피부계통

2. 강의목표

  - 근육의 종류와 형상, 근육과 뼈의 기능, 

근육의 생리, 피부, 피부샘, 각질층

3. 강의 세부내용

  - 가로무늬근육, 민무늬근육, 심장근육, 

표피, 진피, 피부밑조직, 땀샘, 기름샘, 

털, 손발톱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2장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생리학의 이해

  2. 근육계통

   1) 근육의 종류와 형상

   2) 근육과 뼈의 기능

   3) 근육의 생리

  3. 피부계통

   1) 피부

   2) 피부샘

   3) 각질층

p63~7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소화계통

2. 강의목표

  - 입속공간, 인두, 식도, 위, 작은창자, 큰

창자, 이자, 간, 위창자길의 신경계통

3. 강의 세부내용

  - 치아, 턱, 혀, 침, 샘창자, 빈창자·돌창자, 

막창자, 잘록창자, 곧창자 등 신경계통

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2장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생리학의 이해

  4. 소화계통

   1) 입속공간

   2) 인두

   3) 식도

   4) 위

   5) 작은창자

   6) 큰창자

   7) 이자

   8) 간

   9) 위창자길의 신경계통

p79~10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5

1

1. 강의주제

  - 호흡계통

2. 강의목표

  - 기관, 허파

3. 강의 세부내용

  - 코속공간, 인두, 후두, 허파의 구조와 

기능, 호흡운동 등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2장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생리학의 이해

  5. 호흡계통

   1) 기관

   2) 허파

p106~11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부여: 건강을 위한 

자신의 체력관리법

2

1. 강의주제

  - 혈액과 순환계통

2. 강의목표

  - 혈액의 조성과 기능, 혈액형, 면역

3. 강의 세부내용

  -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조직액, 

림프액, ABO식 혈액형, Rh식 혈액형, 

면역이 일어나는 기전, 면역의 획득, 

에이즈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2장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생리학의 이해

  6. 혈액과 순환계통

   1) 혈액의 조성과 기능

   2) 혈액형

   3) 면역

p114~13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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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강의주제

  - 혈액과 순환계통

2. 강의목표

  - 심장, 혈관

3. 강의 세부내용

  - 심장의 구조, 심장의 기능, 혈액순환의 

경로, 동맥, 정맥, 모세혈관, 혈압에 대

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2장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생리학의 이해

  6. 혈액과 순환계통

   4) 심장

   5) 혈관

p132~14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6

1

1. 강의주제

  - 비뇨계통

2. 강의목표

  - 콩팥, 요관, 방광, 요도, 

3. 강의 세부내용

  - 콩팥의 구조, 콩팥의 기능, 요관, 방광, 

요도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2장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생리학의 이해

  7. 비뇨계통

   1) 콩팥

   2) 요관

   3) 방광

   4) 요도

p142~14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제출

2

1. 강의주제

  - 감각계통

2. 강의목표

  - 눈, 귀, 코, 혀, 피부

3. 강의 세부내용

  - 눈의 구조와 기능, 명암의 조절, 명암순

응, 원근조절, 귀의 구조와 기능, 평형

감각, 코, 혀, 피부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2장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생리학의 이해

  8. 감각계통

   1) 눈

   2) 귀

   3) 코

   4) 혀

   5) 피부

p149~16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신경계통, 내분비계통

2. 강의목표

  - 뇌의 구조와 기능, 척수의 구조와 기능, 

말초신경계통, 내분비샘과 호르몬, 호르

몬에 의한 조절

3. 강의 세부내용

  - 대뇌, 사이뇌, 중간뇌, 소뇌, 숨뇌, 척수

의 구조와 기능, 뇌척수신경, 몸신경, 

자율신경, 혈당의 조절, 소변량의 조절, 

체온의 조절, 성주기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2장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생리학의 이해

  9. 신경계통

   1) 뇌의 구조와 기능

   2) 척수의 구조와 기능

   3) 말초신경계통

  10. 내분비계통

   1) 내분비샘과 호르몬

   2) 호르몬에 의한 조절

p167~19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7

1 중간고사 - -

2 중간고사 - -

3 중간고사 - -

8
1

1. 강의주제

  - 운동처방의 요소

2. 강의목표

  - 운동빈도, 운동강도, 운동시간, 운동형

태

3. 강의 세부내용

  - 운동빈도, 운동강도, 운동시간, 운동형

태의 특징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3장 운동처방

  1. 운동처방의 요소

   1) 운동빈도

   2) 운동강도

   3) 운동시간

   4) 운동형태

p195~19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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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산소운동과 무산소운동

2. 강의목표

  - 유산소의 특징, 무산소의 장·단점

3. 강의 세부내용

  - 유산소운동의 특징과 무산운동의 장점, 

단점의 특징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3장 운동처방

  2. 유산소운동과 무산소운

동

   1) 유산소운동의 특징

   2) 무산소운동의 장·단점

p199~207

3

1. 강의주제

  - 운동의 실시단계

2. 강의목표

  - 준비운동, 본운동, 정리운동

3. 강의 세부내용

  - 운동의 실시단계별 중요성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3장 운동처방

  3. 운동의 실시단계

   1) 준비운동

   2) 본운동

   3) 정리운동

p208~20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9

1

1. 강의주제

  - 건강의 지표와 질병의 원인

2. 강의목표

  - 건강의 지표, 질병의 원인

3. 강의 세부내용

  - 개인의 체형에 따른 건강지수, 개인의 

운동능력에 의한 건강지수, 염증, 종양, 

변성, 대사성질병, 선천질환, 영양장애, 

소화관궤양, 정신의 질병에 대해 학습

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4장 질병과 운동

  1. 건강의 지표와 질병의 

원인

   1) 건강의 지표

   2) 질병의 원인

p211~21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생활습관병과 운동

2. 강의목표

  - 운동부족과 생활습관병, 주요 생활습관

병, 생활습관병의 예방, 생활습관병의 

운동기준

3. 강의 세부내용

  - 운동부족과 악성신생물, 순환계통질환, 

당뇨병, 간질환, 운동으로 건강증진, 정

기건강검진, 생활습관병의 운동기준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4장 질병과 운동

  2. 생활습관병과 운동

   1) 운동부족과 생활습관병

   2) 주요 생활습관병

   3) 생활습관병의 예방

   4) 생활습관병의 운동기준

p219~22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활성산소와 운동

2. 강의목표

  - 활성산소란, 산화스트레스와 항산화기

능, 활성산소의 운동기준

3. 강의 세부내용

  - 활성산소가 무엇인지 산화스트레스와 

항산화기능의 역할과 활성산소의 운동

기준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4장 질병과 운동

  3. 활성산소와 운동

   1) 활성산소란

   2) 산화스트레스와 항산

화기능

   3) 활성산소의 운동기준

p227~23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0 1

1. 강의주제

  - 면역기능과 운동

2. 강의목표

  - 면역의 기초, 면역기능을 위한 운동기

준

3. 강의 세부내용

  - 면역의 기초에 대해 이해하고 면역기능

을 위한 운동기준에 대해 학습한다.

제4장 질병과 운동

  4. 면역기능과 운동

   1) 면역의 기초

   2) 면역기능을 위한 운동

기준

p231~23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쪽지시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
S
ID
ab
cd
e
f_
:M
S
_0
00
1
M
S
_0
0
01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2

1. 강의주제

  - 암과 예방법

2. 강의목표

  - 암이란, 암세포의 무제한적인 증식과 

침윤, 암의 전이와 종말증, 암의 발생

원인

3. 강의 세부내용

  - 암에 대해 이해하고 암세포의 증식과 

침윤, 암의 전이, 종말증, 암의 발생 원

인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4장 질병과 운동

  5. 암과 예방법

   1) 암이란

   2) 암세포의 무제한적인 

증식과 침윤

   3) 암의 전이와 종말증

   4) 암의 발생원인

p235~23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암과 예방법

2. 강의목표

  - 암의 종류, 암의 자가진단, 암의 치료, 

암의 예방

3. 강의 세부내용

  - 큰창자암, 유방암, 자궁속막암, 전립샘

암, 허파암, 약물치료, 외과적치료, 방

사선치료, 개인적 예방, 집단적 예방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4장 질병과 운동

  5. 암과 예방법

   5) 암의 종류

   6) 암의 자가진단

   7) 암의 치료

   8) 암의 예방

p239~24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1

1

1. 강의주제

  - 순환계통질환과 운동

2. 강의목표

  - 허혈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3. 강의 세부내용

  - 허혈심장질환의 발생원인, 운동, 뇌혈관

질환의 발병원인, 운동, 뇌경색(혈전, 색

전)의 예방과 뇌졸중 치료를 위한 운동 

및 고혈압의 발병원인, 운동에 대해 학

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4장 질병과 운동

  6. 순환계통질환과 운동

   1) 허혈심장질환

   2) 뇌혈관질환

   3) 고혈압

p247~25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당뇨병과 운동

2. 강의목표

  - 혈당과 인슐린, 당뇨병의 증상, 당뇨병

의 치료

3. 강의 세부내용

  - 혈당과 인슐린의 연관관계를 이해하고 

당뇨병의 증상과 당뇨병의 치료법(식이

요법, 약물요법, 운동요법) 등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4장 질병과 운동

  7. 당뇨병과 운동

   1) 혈당과 인슐린

   2) 당뇨병의 증상

   3) 당뇨병의 치료

p255~25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골다공증과 운동

2. 강의목표

  - 골다공증이란, 골다공증의 분류, 호르몬

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여성의 뼈, 골다

공증의 치료

3. 강의 세부내용

  -  골다공증을 이해하고 골다공증의 분류

하고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여성

의 뼈, 골다공증의 치료방법에 대해 

제4장 질병과 운동

  8. 골다공증과 운동

   1) 골다공증이란

   2) 골다공증의 분류

   3)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여성의 뼈

   4) 골다공증의 치료

p259~26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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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2

1

1. 강의주제

  - 비만과 운동

2. 강의목표

  - 비만의 판정법, 비만의 치료

3. 강의 세부내용

  - 비만의 판정법을 이해하고 비만치료(식

이요법, 운동요법) 등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4장 질병과 운동

  9. 비만과 운동

   1) 비만의 판정방법

   2) 비만의 치료

p263~26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스포츠 중의 돌연사

2. 강의목표

  - 돌연사란, 스포츠 중의 돌연사 발생원

인, 예방과 대책, 외부형 자동심장소생

기의 사용

3. 강의 세부내용

  - 돌연사란에 대해 이해하고 스포츠 중의 

돌연사(발생원인, 예방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 외부형 자동심장소생기의 사

용법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4장 질병과 운동

  10. 스포츠 중의 돌연사

   1) 돌연사란

   2) 스포츠 중의 돌연사 

발생원인

   3) 스포츠 중의 돌연사 

예방과 대책

   4) 외부형 자동심장소생

기의 사용

p269~27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스포츠 중의 사고

2. 강의목표

  - 스포츠사고의 현상, 익수사고, 스키·스

노보드사고, 스포츠에 포함되는 위험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사고의 현상(시설, 설비, 용구 및 

스포츠 특성, 스포츠를 하는 자신과 관

련된 사고, 자연환경에 의한 사고) 등, 

익수사고, 스키·스노보드사고, 스포츠에 

포함되는 위험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4장 질병과 운동

  11. 스포츠 중의 사고

   1) 스포츠사고의 현상

   2) 익수사고

   3) 스키·스노보드사고

   4) 스포츠에 포함되는 위험

p273~27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3

1

1. 강의주제

  - 환경과 건강, 환경오염

2. 강의목표

  - 외부환경과 내부환경, 물리학적 환경, 

화학적 환경, 환경오염

3. 강의 세부내용

  - 외부환경과 내부환경, 물리학적 환경, 

화학적 환경, 환경오염에 대해 학습한

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5장 환경과 건강

  1. 환경과 건강

   1) 외부환경과 내부환경

   2) 물리학적 환경

   3) 화학적 환경

  2. 환경오염

p279~28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부여: 각종 퇴행성, 

습관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법

2

1. 강의주제

  - 직업과 건강

2. 강의목표

  - 직업에 기인하는 질병, 취급물질에 관

계된 질병, 작업조건에 의한 질병

3. 강의 세부내용

  - 열사병, 잠함병, 난청, 진폐증, 금속중독, 

유기용제증독, 직업암, 작업조건에 의한 

질병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5장 환경과 건강

  3. 직업과 건강

   1) 직업환경에 기인하는 

질병

  2) 취급물질에 관계된 질병

   3) 작업조건에 의한 질병

p285~29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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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강의주제

  - 미생물과 건강, 의료기술의 진보

2. 강의목표

  - 감염, 면역, 예방접종, 식중독, 보존치료, 

진단기술의 진보, 외과치료의 진보, 장

기이식, 약제의 진보,분자생물학(유전자

공학)의 진보

3. 강의 세부내용

  - 감염증의 원인에 따른 분류와 감염경

로, 감염증의 예방, 법정전염병, 면역, 

예방접종, 식중독, 보존치료, 진단기술

의 진보, 외과치료의 진보, 장기이식, 

약제의 진보분자생물학(유전자공학)의 

진보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5장 환경과 건강

  4. 미생물과 건강

    1) 감염

    2) 면역

    3) 예방접종

    4) 식중독

  5. 의료기술의 진보

    1) 보존치료

    2) 진단기술의 진보

    3) 외과치료의 진보

    4) 장기이식

    5) 약제의 진보

    6) 분자생물학(유전자공

학)의 진보

p290~30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4

1

1. 강의주제

  - 영양의 역할, 에너지공급

2. 강의목표

  - 영양과 몸의 구조, 영양소, 기본적 식

사,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 에너지의 

수급, 운동 시의 에너지공급

3. 강의 세부내용

  - 영양과 몸의 구조, 영양소, 기본적 식

사,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 에너지의 

수급운동 시의 에너지공급에 대해 학

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6장 영양과 건강

  1. 영양의 역할

   1) 영양과 몸의 구조

   2) 영양소

   3) 기본적 식사

  2. 에너지공급

   1)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

   2) 에너지의 수급

   3) 운동 시의 에너지공급

p307~31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몸만들기와 단백질섭취, 컨디셔닝과 영

양

2. 강의목표

  - 몸만들기와 단백질섭취, 비타민, 미네

랄, 식물섬유

3. 강의 세부내용

  - 몸만들기와 단백질섭취, 비타민, 미네

랄, 식물섬유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6장 영양과 건강

  3. 몸만들기와 단백질섭취

  4. 컨디셔닝과 영양

   1) 비타민

   2) 미네랄

   3) 식물섬유

p311~31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제출

3

1. 강의주제

  - 운동 중의 수분보급과 열중증예방

2. 강의목표

  - 운동 중의 수분보급, 열중증 

3. 강의 세부내용

  - 운동 중의 수분보급, 열중증의 종류와 

열중증의 예방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6장 영양과 건강

  5. 운동 중의 수분보급과 

열중증예방

  1)운동 중의 수분보급

   2)열중증

p316~32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5

1 기말고사 - -

2 기말고사 - -

3 기말고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