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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목명 노인생활건강 학 점 3 교·강사명

강의시간 3시간 이론 / 실습 이론 전화번호

학습목표

2020년 현재 약 15.8%이다. 따라서 노인인구 증가는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며,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

이 경과됨에 따라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측면에서 노화가 진행,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선결된 과제이

고, 건강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섭취와 적당한 수준에서 지속적인 신체활동이 명약일 수 있다.

본 수업은 노화와 노화현상에 따른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의 전문적인 지식과 건강문제를 학습함으로서 노인생활건강을 위한 

신체활동과 휴식, 식생활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및 생활 복지를 강화할 수 있고, 노인병과 관련한 운동 및 치료방법 등을 습득

하며, 의료보장제도와 정책의 개선 방향 및 향후 바람직한 노인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지도자로서 전문성을 확립하는데 목

적이 있다.

교재 및 참고문헌

100세 시대의 노년기 건강/신정/김혜경 외 1명/2018

노인체육이론 및 실제/대경북스/원영신 외 3명/2015

성적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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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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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강의주제

  - 오리엔테이션

  - 노인인구 구조 및 사회변화

2. 강의목표

  - 강의 소개

  - 노인인구 구조의 변화

3. 강의 세부내용

  - 국제학회, 우리나라, 각 학자들이 이야

기하는 노인의 정의와 노인인구의 증

가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노인체육 이론 및 실제

제1장 노인인구 구조 및 사

회변화

   1. 노인인구 구조의 변화

     1) 노인의 정의

     2) 노인인구의 증가 및 

인구구조의 변화

p16~2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노인건강관리의 환경과 윤리

2. 강의목표

  - 인구노령화와 노인건강 실태

3. 강의 세부내용

  - 평균수명, 노인인구 증가,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노인진료비, 노인의 주요 

사망원인, 만성질환 유병률, 건강행동 

실천율, 일상생활수행능력, 우울증상 

및 인지기능 추이를 살펴보고 인구고

령화의 심각성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00세 시대의 노년기 건강

Part 01 노인건강관리의 환

경과 윤리

Chapter 01 인구노령화와 노

인건강 실태

   1. 인구고령화

   2. 노인건강의 실태

p22~3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노인인구 구조 및 사회변화

2. 강의목표

  - 노인의 특성 및 노화이론

3. 강의 세부내용

  - 노화의 본질과 생물학적 노화의 특징, 

노인체육 이론 및 실제

제1장 노인인구 구조 및 사

회변화

   2. 노인의 특성 및 노화이론

     1) 노화의 본질 및 특성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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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와 관련된 이론(생물학적, 심리학

적 사회학적), 노인의 특성(신체적, 사

회적, 심리적)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2) 노화 관련 이론

     3) 노인의 특성

p26~39

2

1

1. 강의주제

  - 노인건강관리의 환경과 윤리

2. 강의목표

  - 노인건강 관련 윤리

3. 강의 세부내용

  - 노인인권의 영역과 세부적 권리 및 건

강불평등과 건강권, 취약노인의 건강 

관련 윤리(성년후견제도, 말기의료의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00세 시대의 노년기 건강

Part 01 노인건강관리의 환

경과 윤리

Chapter 03 노인건강 관련 윤리

   1. 일반노인의 건강 관련 윤리

   2. 취약노인의 건강 관련 윤리

p47~6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노인건강관리의 환경과 윤리

2. 강의목표

  - 노인건강 관련 윤리

3. 강의 세부내용

  - 노인학대의 정의, 유형, 발생원인, 특징, 

실태, 정책과 예방(사회적 차원, 노인 

차원, 가족 차원)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00세 시대의 노년기 건강

Part 01 노인건강관리의 환

경과 윤리

Chapter 03 노인건강 관련 윤리

   3. 노인학대

p62~7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노인인구 구조 및 사회변화

2. 강의목표

  - 노인의 사회문제

3. 강의 세부내용

  - 노화로 인한 건강문제, 실업 및 수입감

소에 의한 경제문제, 역할상실로 인한 

사회적 소외문제, 독거노인 증가에 따

른 고독감과 부양문제(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세대구성 현황)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노인체육 이론 및 실제

제1장 노인인구 구조 및 사

회변화

   3. 노인의 사회문제

     1) 노화로 인한 건강문제

     2) 실업 및 수입감소에 

의한 경제문제

     3) 역할상실로 인한 사

회적 소외문제

     4) 독거노인 증가에 따

른 고독감과 부양문제

p40~4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1. 강의주제

  - 건강유지와 행태

2. 강의목표

  - 건강의 개념과 질병

3. 강의 세부내용

  - 건강에 대한 정의, 지표, 결정요인, 건

강행동과 생활양식의 개념, 건강행동의 

유형, 불건강 및 질병의 개념

(Baumann, Hatch)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쪽지시험

100세 시대의 노년기 건강

Part 02 건강유지와 행태

Chapter 04 건강의 개념과 질병

   1. 건강에 대한 정의

   2. 건강의 지표

   3. 건강결정요인

   4. 건강행동과 생활양식

   5. 불건강 및 질병의 개념

p82~9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쪽지시험

2

1. 강의주제

  - 건강유지와 행태

2. 강의목표

  - 건강의 개념과 질병

3. 강의 세부내용

  - 질병의 자연사와 예방단계(1차~3차), 

질병발생 결정요인(숙주, 병인, 환경적 

요인), 노화에 따른 약역학 변화 및 생

리적 변화, 노인의 약물복용 실태 및 

그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100세 시대의 노년기 건강

Part 02 건강유지와 행태

Chapter 04 건강의 개념과 질병

   6. 질병 발생과 예방대책단계

   7. 질병발생 결정요인

   8. 약물관리와 건강

p91~10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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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교재, PPT 활용)

3

1. 강의주제

  - 건강유지와 행태

2. 강의목표

  - 건강행태와 건강

3. 강의 세부내용

  - 알코올(대사 및 약리 작용, 영향력 및 

인체 내 제거시간, 인체에 미치는 각종 

영향, 관련 정신질환, 음주와 건강, 노

인의 알코올 진단) 및 영양(영양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의 영양권장

량)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00세 시대의 노년기 건강

Part 02 건강유지와 행태

Chapter 05 건강행태와 건강

   1. 알코올

   2. 영양

p110~12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4

1

1. 강의주제

  - 건강유지와 행태

2. 강의목표

  - 건강행태와 건강

3. 강의 세부내용

  - 흡연(니코틴, 일산화탄소, 타르가 건강

에 미치는 영향, 간접흡연, 노인흡연, 

여성흡연, 니코틴중독 및 금단증상, 금

연 방법), 운동(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 노인운동관리와 효과, 운동 시 

유의점), 스트레스(스트레스의 정의 및 

유발인자,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스트

레스와 관련된 질병, 스트레스 측정 및 

평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00세 시대의 노년기 건강

Part 02 건강유지와 행태

Chapter 05 건강행태와 건강

   3. 흡연

   4. 운동

   5. 스트레스

p127~14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건강유지와 행태

2. 강의목표

  - 건강교육 및 예방서비스

3. 강의 세부내용

  - 노인을 위한 건강교육(교육의 목적 및 

내용), 노인의 신체적 변화(감각계, 신

경계, 건강상태)와 건강교육에 대해 학

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00세 시대의 노년기 건강

Part 02 건강유지와 행태

Chapter 06 건강교육 및 예

방서비스

   1. 노인을 위한 건강교육

   2. 노인의 신체적 변화와 

건강교육

p.148~15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건강유지와 행태

2. 강의목표

  - 건강교육 및 예방서비스

3. 강의 세부내용

  - 노인건강교육의 전략(시각, 청각문제의 

고려사항, 인지 및 난이도, 교육환경), 

노인의 건강유지를 위한 예방서비스(선

별검사의 실시, 상담, 예방접종)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00세 시대의 노년기 건강

Part 02 건강유지와 행태

Chapter 06 건강교육 및 예

방서비스

   3. 노인건강교육의 전략

   4. 노인의 건강유지를 위

한 예방서비스

p.158~16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5 1

1. 강의주제

  - 건강취약요인 관리

2. 강의목표

  - 노인의 문제음주

3. 강의 세부내용

  - 노인 문제음주의 정의와 특성, 노인 음

주의 실태, 노인 문제음주의 증후, 건

강문제(신체적, 기질성 정신장애),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개인적, 심

100세 시대의 노년기 건강

Part 03 건강취약요인 관리

Chapter 07 노인의 문제음주

   1. 노인 문제음주의 개요

   2. 노인의 음주로 인한 

건강문제

   3. 노인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부여: 노화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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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사회환경적), 노인 문제음주의 예

방과 치료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정기과제물 부여

   4. 노인 문제음주의 예방과 

치료

p172~184

2

1. 강의주제

  - 건강취약요인 관리

2. 강의목표

  - 고령자운전

3. 강의 세부내용

  - 고령운전자의 정의, 실태, 교통사고 현

황 및 특성, 관련 법령과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특성(시각의 노화, 청력의 노화, 

반응속도 저하, 운동기능 감소, 인지정

보처리, 심리적 위축), 외국의 고령운전

자 대책(일본, 미국, 뉴질랜드), 고령운

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고령자 교

통안전교육 강화, 운전면허제도 개선, 

교통서비스 강화를 통한 고령운전자의 

운전수요 감축)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00세 시대의 노년기 건강

Part 03 건강취약요인 관리

Chapter 08 고령자운전

   1. 고령자운전 개요

   2.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특성과 운전 특성

   3. 외국의 고령운전자 대책

   4.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

p188~20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노인의 보행과 낙상방지 및 자세조절

2. 강의목표

  - 노인의 보행

  - 낙상

  - 노인의 자세조절

3. 강의 세부내용

  - 노인의 보행(특성, 노인의 보행능력 및 

시각체계 변화의 원인, 노인의 보행능

력평가), 낙상(정의, 낙상 위험요인, 낙

상예방방법, 낙상방지 다리관절운동), 

노인의 자세조절(개념, 감각계통,  운동

계통, 인지계통의 활동영역, 무게중심

의 조절방법, 직립자세의 유지, 자세조

절 관련 감각기관의 역할, 자시조절의 

측정 및 평가)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노인체육 이론 및 실제

제6장 노인의 보행과 낙상방

지 및 자세조절

   1. 노인의 보행

     1) 노인 보행의 특성 

     2) 노인의 보행능력

     3) 노인의 보행능력평가

   2. 낙상

     1) 낙상의 정의

     2) 낙상 위험요인

     3) 노인의 보행 시 낙

상방지

   3. 노인의 자세조절

     1) 자세조절의 개념 

     2) 균형과 자세

     3) 직립자세의 유지

     4) 자세조절 관련 감각

기관의 역할

     5) 자세조절의 측정 및 평가  

p180~20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6

1

1. 강의주제

  - 노년기 정신건강

2. 강의목표

  - 노년기 우울증

3. 강의 세부내용

  - 노년기 우울증의 증상(불안과 초조감, 

히스테리증상, 신체적 호소, 망상 경향

의 강화, 우울성 가성치매, 의식장애, 

사고 및 의욕의 저하가 가벼운 경우), 

노년기 우울증의 원인(유전적 요인, 환

경요인, 성격요인, 신체질환, 뇌기질병

변), 노년기 우울증의 관련 요인(인구

사회학적 특성, 건강요인, 경제상태, 사

회적지지 정도와 사회활동, 심리적 상

태)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00세 시대의 노년기 건강

Part 04 노년기 정신건강

Chapter 09 노년기 우울증

   1. 노년기 우울증의 증상

   2. 노년기 우울증의 원인

   3. 노년기 우울증의 관련 요인

p208~21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제출

2
1. 강의주제

  - 노년기 정신건강

100세 시대의 노년기 건강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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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목표

  - 노년기 우울증

3. 강의 세부내용

  - 노년기 우울증의 진단(한국형 노인우울

검사 척도) 및 치료(역동적 정신치료, 

인지치료, 행동치료, 집단치료, 가족치

료), 노년기 우울증의 예방과 대처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art 04 노년기 정신건강

Chapter 09 노년기 우울증

   4. 노년기 우울증의 진단 

및 치료

   5. 노년기 우울증의 예방

과 대처

p216~226

3

1. 강의주제

  - 노년기 정신건강

2. 강의목표

  - 노인자살

3. 강의 세부내용

  - 노인자살에 대한 이해(노인자살 위험요

인, 노인자살 경로, 노인자살의 특성), 

노인자살의 실태(사망원인별로 살펴본 

자살 비율, 노인의 자살사망률), 노인자

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노인자살의 

문제점, 노인자살의 대책), 노인자살예

방(보편적·선택적·집중적 예방, 정신건

강 증진을 통한 예방, 서비스대상별 자

살예방, 사회적 대책을 통한 예방, 노

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대책)

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00세 시대의 노년기 건강

Part 04 노년기 정신건강

Chapter 10 노인자살

   1. 노인자살에 대한 이해

   2. 노인자살의 실태

   3. 노인자살에 대한 문제

점과 대책

   4. 노인자살예방

p229~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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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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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산소운동

   1) 유산소운동의 특징

   2) 무산소운동의 장·단점

p199~20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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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질병과 운동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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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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의 지표와 질병의 원인

   1) 건강의 지표

   2) 질병의 원인

p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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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기준

3. 강의 세부내용

  - 면역의 기초에 대해 이해하고 면역기능

을 위한 운동기준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4장 질병과 운동

  4. 면역기능과 운동

   1) 면역의 기초

   2) 면역기능을 위한 운동기준

p231~23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쪽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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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질병과 운동

  5. 암과 예방법

   5) 암의 종류

   6) 암의 자가진단

   7) 암의 치료

   8) 암의 예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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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허파암, 약물치료, 외과적치료, 방

사선치료, 개인적 예방, 집단적 예방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23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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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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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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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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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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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26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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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용제 중독, 직업암, 작업조건에 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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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강의주제

  - 미생물과 건강, 의료기술의 진보

2. 강의목표

  - 감염, 면역, 예방접종, 식중독, 보존치료, 

진단기술의 진보, 외과치료의 진보, 장

기이식, 약제의 진보, 분자생물학(유전

자공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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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영양과 건강

  1. 영양의 역할

   1) 영양과 몸의 구조

   2) 영양소

   3) 기본적 식사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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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과 몸의 구조, 영양소, 기본적 식

사,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 에너지의 

수급운동 시의 에너지공급에 대해 학

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2. 에너지공급

   1)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

   2) 에너지의 수급

   3) 운동 시의 에너지공급

p307~311

2

1. 강의주제

  - 몸만들기와 단백질섭취, 컨디셔닝과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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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중증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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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중증 예방

   1) 운동 중의 수분보급

   2) 열중증

p316~32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5

1 기말고사 - -

2 기말고사 - -

3 기말고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