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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목명 사회체육개론 학 점 3 교·강사명

강의시간 3시간 이론 / 실습 이론 전화번호

학습목표

1. 사회체육의 의의 및 정의, 사회체육의 목적과 목표, 사회체육의 유사개념, 사회체육의 필요성, 사회체육의 역할을 통해 사회

체육의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2. 공공체육, 직장 체육, 민간체육, 학교체육, 지역사회체육 등 사회체육의 영역별 특성과 유형에 대해 학습한다. 

3. 사회체육의 대중화 요소인 사회체육조직,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재정, 홍보 등의 개념규정과 현황을 토대로 발전방안을 탐

구한다.

4. 선진국들의 사회체육 현황에 대해 탐구한다.

5. 사회체육현장에서 작동되는 실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사회체육 현장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각과 능력을 겸비하도록 

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사회체육학총론 / 대경북스 / 위성식 외 1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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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0 10 0 0 10 20 0 0 0 0 0 0 0 100

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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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강의주제

  - 사회체육의 개념

2. 강의목표

  - 사회체육의 의의

3. 강의 세부내용

  - 개인적 측면에서 본 사회체육과 사회적

    측면에서 본 사회체육의 의의에 대해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활용)

1. 사회체육의 개념

    1) 사회체육의 의의 및

      정의

     (1) 사회체육의 의의

P17~19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2

1. 강의주제

  - 사회체육의 개념

2. 강의목표

  - 사회체육의 정의

3. 강의 세부내용

  - Sport for All 헌장에 의하여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Sport for All 운동에

    대해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활용)

1. 사회체육의 개념

    1) 사회체육의 의의 및 

       정의

     (2) 사회체육의 정의

P20~22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3

1. 강의주제

  - 사회체육의 개념

2. 강의목표

  - 사회체육의 목적과 목표

3. 강의 세부내용

  - 사회적 측면에서 신체, 체력 및

    운동문제에 관한 현실과 깊게 관련하여

    사회체육의 목적과 목표를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활용)

1. 사회체육의 개념

    1) 사회체육의 의의 및 

       정의

     (3) 사회체육의 목적과 

        목표

P22~24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2 1
1. 강의주제

  - 사회체육의 개념

2. 강의목표

1. 사회체육의 개념

    1) 사회체육의 의의 및 

       정의

- 참고자료

  · 국민 생활 체육활동

    참여실태의 운동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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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체육의 유사개념

3. 강의 세부내용

  - 사회체육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생활체육, 국민체육, 평생체육, 학교체육

    등의 용어의 개념과 사회체육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4) 사회체육의 유사개념

P24~26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2

1. 강의주제

  - 사회체육의 개념

2. 강의목표

  - 사회체육의 유사개념

3. 강의 세부내용

  - 놀이, 게임, 스포츠, 체육, 여가,

    레크리에이션의 용어 개념과

    사회체육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1. 사회체육의 개념

    1) 사회체육의 의의 및 

       정의

     (4) 사회체육의 유사개념

P26~30

- 참고자료

  · 국민 생활 체육활동

    참여실태의 운동 참여율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3

1. 강의주제

  - 사회체육의 개념

2. 강의목표

  - 사회체육의 필요성

3. 강의 세부내용

  - 현대사회의 특징과 사회체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1. 사회체육의 개념

    2) 사회체육의 필요성

     (1) 현대사회의 특징

     (2) 현대사회에서 

         사회체육의 필요성

P30~34

- 참고자료

  · 국민 생활 체육활동

    참여실태의 운동 참여율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3

1 - 쪽지시험 - - 쪽지시험

2

1. 강의주제

  - 사회체육의 개념

2. 강의목표

  - 사회체육의 역할

3. 강의 세부내용

  - 지역사회개발, 청소년선도, 여가선용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활용), 동영상 시청

1. 사회체육의 개념

    3) 사회체육의 역할

     (4) 지역사회개발

     (5) 청소년선도

     (6) 여가선용

P35~38

- 동영상

  ·  운동의 효과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3 - 쪽지시험 - - 쪽지시험

4

1

1. 강의주제

  - 사회체육과 환경요인

2. 강의목표

  - 사회체육과 정치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와 정치의 사회적 문화적 요소와

    올림피즘과 사회체육, 스포츠 참여와

    정치관에 대해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2. 사회체육과 환경요인

    1) 사회체육과 정치

     (1) 스포츠와 정치

     (2) 올림피즘과 사회체육

     (3) 스포츠 참여와 

정치관

P39~50

- 부교재: P. 33~91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2

1. 강의주제

  - 사회체육과 환경요인

2. 강의목표

  - 사회체육과 경제

3. 강의 세부내용

  - 경제발전과 사회체육, 경제발전과 

    여가의 관계를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2. 사회체육과 환경요인

    2) 사회체육과 경제

     (1) 스포츠와 경제

P51~55

- 부교재: P. 33~91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3

1. 강의주제

-  사회체육과 환경요인

2. 강의목표

  - 사회체육과 사회

3. 강의세부내용

  -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체육의 새 

2. 사회체육과 환경요인

    2) 사회체육과 사회

     (1) 현대사회에서 체육의 

         새 이념

     (2) 사회체육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 부교재: P. 33~91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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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념과 사회체육의 사회적 · 교육적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현대사회에서

    운동에 대한 수요의 양적·질적 확대에 

    대해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P56~64

5

1

1. 강의주제

  - 사회체육과 환경요인

2. 강의목표

  - 사회체육과 문화

3. 강의세부내용

  - 스포츠문화의 개념과 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Huizinga, J.(1966)와 Caillois

    학자가 주장하는 놀이요소에 대해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활용)

2. 사회체육과 환경요인

    4) 사회체육과 문화

     (1) 스포츠문화의 개념

     (2) 스포츠문화의 성격

P64~69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2

1. 강의주제

  - 사회체육과 환경요인

2. 강의목표

  - 사회체육과 문화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문화의 기능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스포츠문화의 정착을 위한

    기회 확대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활용)

2. 사회체육과 환경요인

    4) 사회체육과 문화

     (3) 스포츠문화의 기능

     (4) 사회체육과 

         스포츠문화

P69~77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3

1. 강의주제

  - 사회체육과 환경요인

2. 강의목표

-  사회체육과 대중매체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와 대중매체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대중매체의 기능 및 역할,

    그리고 스포츠에서의 대중매체의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활용)

* 정기과제물 부여

2. 사회체육과 환경요인

    5) 사회체육과 대중매체

     (1) 스포츠와 대중매체

P77~88

- 정기과제물

  ·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와 차이점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6

1

1. 강의주제

-  사회체육의 역사적 배경

2. 강의목표

  - 체육 및 사회체육 발전과정

3. 강의 세부내용

  - 체육의 시대별 배경과 특징 및 우리나라 

    체육과 사회체육의 발전과정을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활용)

3. 사회체육의 역사적 배경

    1) 체육의 발전과정

     (1) 체육개념의 변천

     (2) 세계 체육의 

발전과정

     (3) 우리나라 체육의    

발전과정 

    2) 사회체육의 발전과정

P89~112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2

1. 강의주제

  - 사회체육의 역사적 배경

2. 강의목표

  - 사회체육의 동향

3. 강의 세부내용

  - 현대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사회체육

    으로의 발전 동향 등을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활용)

3. 사회체육의 역사적 배경

    3) 사회체육의 동향

P112~115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3

1. 강의주제

  - 사회체육의 역사적 배경

2. 강의목표 사회체육의 전문화 교육영역 

   연구

3. 강의 세부내용

  - 인문 사회 과학계, 자연과학계, 사회체육

    분야, 운동과학 분야, 여가 스포츠 경영

3. 사회체육의 역사적 배경

    4) 사회체육의 전문화 

       교육영역 연구

P115~124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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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분야에 대해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활용)

7

1 중간고사 - -

2 중간고사 - -

3 중간고사 - -

8

1

1. 강의주제

  - 사회체육의 대중화 요소

2. 강의목표

  - 사회체육의 대중화 요소(조직,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재정, 홍보)

3. 강의 세부내용

  - 사회체육의 대중화 요소들의 개념규정과

    관련 사항은 물론 문제점을 검토하고,

    발전방안을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활용)

4. 사회체육의 대중화요소

    1) 조직

    2) 시설

    3) 지도자

    4) 프로그램

    5) 재정

    6) 홍보

P125~232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2 * 정기과제물 제출 및 발표 -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3 * 정기과제물 제출 및 발표 -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9

1

1. 강의주제

  - 사회체육 주관기관

2. 강의목표

  - 사회체육 주관기관 형태 분류

3. 강의세부내용

  - 공공형태의 사회체육(체육공원,

    근린체육시설, 광역체육시설)과

    비영리단체의 사회체육, 상업적

    운영형태의 사회체육, 사설단체

    (클럽제도)의 사회체육에 대해

    알아보고, 서로 차이점을 비교해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활용) 

5. 사회체육 주관기관의 

형태에 따른 분류 

    1) 공공형태의 사회체육

    2) 비영리단체의 사회체육

    3) 상업적 운영형태의 

       사회체육

    4) 사설단체(클럽제도)의 

      사회체육

P233~242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2 * 정기과제물 제출 및 발표 -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3 * 정기과제물 제출 및 발표 -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10

1

1. 강의주제

  - 사회체육활동의 대상

2. 강의목표

  - 사회체육활동 대상에 따른 분류

3. 강의 세부내용

  - 사회체육활동의 영역을 대상(유아,

    청소년, 성인)에 따라 분류하여 그

    특성과 관련된 사회체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활용)

6. 사회체육활동의 대상에 

따른 분류

    1) 유아체육

    2) 청소년체육

    3) 성인체육

P243~260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2

1. 강의주제

  - 사회체육활동의 대상

2. 강의목표

  - 사회체육활동 대상에 따른 분류

3. 강의 세부내용

  - 사회체육활동의 영역을 대상(여성,

    노인, 장애인)에 따라 분류하여 그

    특성과 관련된 사회체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활용)

6. 사회체육활동의 대상에 

따른 분류

    4) 여성체육

    5) 노인체육

    6) 특수(장애인)체육

P260~296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3 * 쪽지시험 - - 쪽지시험

11 1

1. 강의 주제

  - 사회체육활동의 장소

2. 강의목표

  - 사회체육활동 장소에 따른 분류

3. 강의 세부내용

  - 사회체육활동의 영역을 장소에 따라

    분류한 가정체육의 특성과 기능, 활성화

7. 사회체육활동의 장소에 

따른 분류

    1) 가정체육

     (1) 가정체육의 특성

     (2) 가정체육 프로그램 

및 내용

- 참고자료

  · 스포츠시설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관리·운영

    (실내/실외, 수상/수영시설)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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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안 등을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P297~301

2

1. 강의주제

  - 사회체육활동의 장소

2. 강의목표

  - 사회체육활동 장소에 따른 분류

3. 강의 세부내용

  - 사회체육활동의 영역을 장소에 따라

    분류한 도시와 농촌 체육의 특성과 

    기능, 활성화 방안 등을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7. 사회체육활동의 장소에 

따른 분류

    2) 도시와 농촌체육

     (1) 도시체육

     (2) 농촌체육

P301~305

- 참고자료

  · 스포츠시설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관리·운영

    (실내/실외,수상/수영시설)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3

1. 강의주제

  - 사회체육활동의 장소

2. 강의목표

  - 사회체육활동 장소에 따른 분류

3. 강의 세부내용

  - 사회체육활동의 영역을 장소에 따라

    분류한 직장 체육의 특성과 기능, 

    활성화 방안 등을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7. 사회체육활동의 장소에 

따른 분류

    3) 직장체육

     (1) 직장체육의 의의

     (2) 직장체육의 기능

     (3) 직장체육의 

         활성화방안

     (4) 직장체육 지도자

P306~314

- 참고자료

  · 스포츠시설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관리·운영

    (실내/실외,수상/수영시설)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12

1

1. 강의주제

  - 지역사회체육

2. 강의목표

  - 지역사회체육의 의의와 기능

3. 강의 세부내용

  - 지역사회체육 개념과 지역사회체육의

    역할기능 요인에 대해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7. 사회체육활동의 장소에 

따른 분류

    4)지역사회체육

     (1) 지역사회체육의 의의

     (2) 지역사회체육의 기능

P314~315

- 참고자료

  · 국민생활체육회

    동호인조직 구성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2

1. 강의주제

  - 지역사회체육

2. 강의목표

  - 지방자치와 사회체육과 지역사회

    체육의 육성방안

3. 강의 세부내용

  - 민주주의, 참여 욕구의 충족, 복지

    지역사회개발과 관련된 지방자치와

    사회체육의 관계와 지역사회체육의

    육성방안에 대하여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7. 사회체육활동의 장소에 

따른 분류

    4)지역사회체육

     (3) 지방자치와 사회체육

     (4) 지역사회체육의

   육성방안

P316~319

- 참고자료

  · 국민생활체육회

    동호인조직 구성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3

1. 강의주제

  - 지역사회체육

2. 강의목표

  - 지역사회체육 지도자

3. 강의 세부내용

  - 지역사회체육 지도자의 자격과

    임무에 대해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7. 사회체육활동의 장소에 

따른 분류

    4)지역사회체육

     (5) 지역사회체육 지도자

P319~324

- 참고자료

  · 국민생활체육회

    동호인조직 구성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13 1

1. 강의주제

  - 외국의 사회체육

2. 강의목표

  - 선진국의 사회체육 현황

3. 강의 세부내용

  - 선진각국 중 사회체육의 모든 여건이

    조성된 주요 국가들의 사회체육 현황을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활용)

8. 외국의 사회체육

    1) 미국의 사회체육

    2) 일본의 사회체육

    3) 독일의 사회체육

    4) 덴마크의 사회체육

    5) 영국의 사회체육

    6) 프랑스의 사회체육

    7) 호주의 사회체육

    8) 중국의 사회체육

P. 325~391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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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강의주제

  - 외국의 사회체육

2. 강의목표

  - 선진국의 사회체육 비교

3. 강의 세부내용

  - 선진각국 중 사회체육의 모든 여건이

    조성된 주요 국가들의 사회체육 현황을

    비교하여 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활용)

* 정기과제물 부여

8. 외국의 사회체육

    1) 미국의 사회체육

    2) 일본의 사회체육

    3) 독일의 사회체육

    4) 덴마크의 사회체육

    5) 영국의 사회체육

    6) 프랑스의 사회체육

    7) 호주의 사회체육

    8) 중국의 사회체육

P325~391

- 정기과제물

  · 각국의 사회체육을

    담당하는 정부 및

    민간단체 조직 조사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3
* 시청각: 선진국의 사회체육현장

             (감상문 제출)
-

- 감상문 제출

  · 선진국의 사회체육현장

    동영상 감상문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14

1

1. 강의주제

  - 2급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대비

2. 강의목표

  - 스포츠 사회학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획득을 위한

    보충설명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

- 부교재

- 참고자료

  · KSPO 체육지도자

    스포츠지도사 기출문제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2

1. 강의주제

  - 2급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대비

2. 강의목표

  - 스포츠 사회학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획득을 위한

    기출문제 풀이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

. 부교재

- 참고자료

  · KSPO 체육지도자

    스포츠지도사 기출문제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3

1. 강의주제

  - 2급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대비

2. 강의목표

  - 스포츠 사회학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획득을 위한

    기출문제 풀이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 정기과제물 제출 및 발표 

-

. 부교재

- 참고자료

  · KSPO 체육지도자

    스포츠지도사 기출문제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15

1 기말고사 - -

2 기말고사 - -

3 기말고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