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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목명 스포츠마케팅 학 점 3 교·강사명

강의시간 3시간 이론 / 실습 이론 전화번호

학습목표

스포츠 마케팅의 기본 개념과 스포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포츠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역량인 SWOT분석, STP

전략, 그리고 스포츠마케팅믹스(4P)를 습득하고 케이스 스터디와 과제를 통하여 실제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스포츠소비자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스포츠마케팅의 최근 경향 및 스포츠에이전트, 라이센싱, 엔도스먼스 및 방송 중

계권 등의 분야도 함께 학습하여 스포츠산업 현장의 인재로 육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신개념스포츠마케팅 / 대경북스 / 엄진종 / 2016

스포츠마케팅플러스 / 대경북스 / 이병기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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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 0 10 0 0 0 20 0 0 0 0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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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마케팅의 기초

2. 강의목표

  - 스포츠마케팅의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마케팅의 정의 및 대상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신개념 스포츠마케팅

1장. 스포츠마케팅의 기초

   1.1 스포츠마케팅이란

   1.1.1 스포츠마케팅의 

정의와 대상

         p17~1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스포츠마케팅의 기초

2. 강의목표

  - 스포츠마케팅의 특징 파악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마케팅의 특징인 스포츠와 이익 

및 관람형과 참여형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신개념 스포츠마케팅

1장. 스포츠마케팅의 기초

   1.2 스포츠마케팅의 특징

   1.2.1 스포츠와 이익

   1.2.3 관람형과 참가형

         p20~2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스포츠마케팅의 기초

2. 강의목표

  - 스포츠마케팅의 역사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마케팅의 발상 및 발전과 시도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신개념 스포츠마케팅

1장. 스포츠마케팅의 기초

   1.3 스포츠마케팅의 역사

   1.3.1 스포츠마케팅의 발상

   1.3.2 스포츠마케팅의 

발전과 시도 

         p21~2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1. 강의주제

  - 스포츠마케팅의 기초

2. 강의목표

  - 스포츠산업에 대한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산업의 개념과 특성 및 시장규모

스포츠마케팅 플러스

제1장 체육환경의 변화와 스

포츠산업

   2. 스포츠산업의 정의 및 

분류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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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3. 스포츠 산업의 특성 및 

시장규모

p33~42

2

1. 강의주제

  - 스포츠마케팅의 기초

2. 강의목표

  - 스포츠의 공공성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에서 중시되는 공공성과 CSR 활

동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신개념 스포츠마케팅

1장. 스포츠마케팅의 기초

   1.4 스포츠에서 중시되는 

공공성

   1.4.1 스포츠의 공공성

         p23~2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스포츠마케팅의 기초

2. 강의목표

  - 스포츠와 비영리조직마케팅의 공통점 

파악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조직과 비영리조직마케팅의 공통

점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신개념 스포츠마케팅

1장. 스포츠마케팅의 기초

   1.5 스포츠마케팅과 비영리

조직마케팅의 공통점

         p25~2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1. 강의주제

  - 스포츠제품

2. 강의목표

  - 스포츠제품의 특징 파악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제품의 본질, 보는 스포츠 제품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쪽지시험

신개념 스포츠마케팅

2장. 스포츠제품

   2.1 스포츠제품의 특징

   2.1.1 스포츠제품의 본질

   2.1.2 보는 스포츠의 제품

         p31~3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쪽지시험

2

1. 강의주제

  - 스포츠제품

2. 강의목표

  - 서비스로서 스포츠제품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하는 스포츠’와 ‘보는 스포츠’에서의 서

비스와 서비스 질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신개념 스포츠마케팅

2장. 스포츠제품

   2.2 서비스로서의 스포제품

   2.2.1 ‘하는 스포츠’와 

‘보는 스포츠’에서의 

서비스

   2.2.2 서비스의 질

         p37~4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스포츠제품

2. 강의목표

  - 경험으로서 스포츠제품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서비스 질과 경험의 가치, 경험가치 마

케팅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신개념 스포츠마케팅

2장. 스포츠제품

   2.3 경험으로서의 스포츠

제품

   2.3.1 서비스질과 경험의 

가치

   2.3.2 경험가치마케팅

         p42~5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4

1

1. 강의주제

  - 스포츠 이해관계자

2. 강의목표

  - 이해관계자의 개념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이해관계자의 개념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신개념 스포츠마케팅

3장. 스포츠의 이해관계자

   3.1 이해관계자의 개념과 

대표적인 이해관계자

   3.1.1 이해관계자란

         p59~6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스포츠 이해관계자

2. 강의목표

  - 대표적인 이해관계자 분석 

신개념 스포츠마케팅

3장. 스포츠의 이해관계자

   3.1 이해관계자의 개념과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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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분야에서 대표적인 이해관계자인 

고객, 선수, 운영스태프 및 대전상대, 

주주, 스폰서, 후원기업 및 협력업체,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조직, 미디어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대표적인 이해관계자

   3.1.2 대표적인 이해관계자

         p60~70

3

1. 강의주제

  - 스포츠 이해관계자

2. 강의목표

  - 스포츠와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와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의 관계

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신개념 스포츠마케팅

3장. 스포츠의 이해관계자

   3.2 스포츠와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p70~7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5

1

1. 강의주제

  - 스포츠소비자 행동

2. 강의목표

  - 스포츠소비자의 개념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소비자의 정의와 분류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정기과제물 부여

스포츠마케팅 플러스

제3장 스포츠소비자 행동

   1. 스포츠소비자의 개념

    1) 스포츠소비자의 정의

    2) 스포츠소비자의 분류

         p72~7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부여 : 스포츠 이

해관계자의 개념과 예시를 제시

하시오.

2

1. 강의주제

  - 스포츠소비자 행동

2. 강의목표

  - 스포츠 소비자행동모형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 소비자행동모형에 대하여 학습

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신개념 스포츠마케팅

4장. 스포츠소비자의 행동

   4.1 스포츠 소비자행동모형

         p75~7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스포츠소비자 행동

2. 강의목표

  - 스포츠의 사회화, 참여도 및 몰입도의 

개념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의 사회화와 스포츠소비자의 참

여도 및 몰입도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신개념 스포츠마케팅

4장. 스포츠소비자의 행동

   4.2 스포츠의 사회화, 참

여도 및 몰입도

         p77~7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6

1

1. 강의주제

  - 스포츠소비자 행동

2. 강의목표

  - 스포츠의 환경적 요인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중요한 주변인, 문화적 규범과 가치, 계

층과 성의 관계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신개념 스포츠마케팅

4장. 스포츠소비자의 행동

   4.3 스포츠의 환경적 요인

   4.3.1 중요한 주변인

   4.3.2 문화적 규범과 가치

   4.3.3 계층과 성의 관계

         p78~8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제출

2

1. 강의주제

  - 스포츠소비자 행동

2. 강의목표

  - 스포츠의 개인적 요인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자아개념, 인생과정 또는 가족유형의 

단계, 신체적 특성, 학습과정, 지각, 동

신개념 스포츠마케팅

4장. 스포츠소비자의 행동

   4.4 스포츠의 개인적 요인

   4.4.1 자아개념

   4.4.2 인생과정 또는 가족

유형의 단계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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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태도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4.4.3 신체적 특성

   4.4.4 학습과정

   4.4.5 지각

   4.4.6 동기

   4.4.7 태도

         p85~94

3

1. 강의주제

  - 스포츠소비자 행동

2. 강의목표

  - 스포츠참여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구매의사결정과 스포츠경험 및 평가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신개념 스포츠마케팅

4장. 스포츠소비자의 행동

   4.5 스포츠참여를 위한 

의사결정 

   4.5.4 구매의사결정

   4.5.5 스포츠경험

         p95~9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7

1 중간고사 - -

2 중간고사 - -

3 중간고사 - -

8

1

1. 강의주제

  - 스포츠마케팅의 과정

2. 강의목표

  - 스포츠마케팅의 과정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마케팅 과정의 이해와 PDCA 사

이클, 마케팅플랜의 작성 방법에 대하

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신개념 스포츠마케팅

5장. 스포츠마케팅의 과정

   5.1 스포츠마케팅의 과정 

   5.1.1 스포츠마케팅의 

과정이란

   5.1.2 PDCA 사이클

   5.1.3 마케팅플랜의 작성

         p103~10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스포츠마케팅의 과정

2. 강의목표

  - 마케팅리서치 탐구  

3. 강의 세부내용

  - 마케팅리서치의 개념과 순서 및 SWOT

분석의 활용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신개념 스포츠마케팅

5장. 스포츠마케팅의 과정

   5.2 마케팅리서치 

   5.2.1 마케팅리서치란

   5.2.2 마케팅리서치의 순서

   5.2.3 SWOT분석의 활용

         p107~11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스포츠마케팅의 과정

2. 강의목표

  - STP패러다임의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STP전략에 대한 이해와 패러다임에 대

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신개념 스포츠마케팅

5장. 스포츠마케팅의 과정

   5.3 STP패러다임 

         p112~11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9

1

1. 강의주제

  - 스포츠마케팅의 과정

2. 강의목표

  - 시장세분화에 대한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STP전략의 첫 번째 과정인 시장세분화

의 세부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

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신개념 스포츠마케팅

5장. 스포츠마케팅의 과정

   5.4 시장세분화 

         p114~11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스포츠마케팅의 과정

2. 강의목표

  - 타게팅에 대한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STP전략의 두 번째 과정인 타케팅의 

신개념 스포츠마케팅

5장. 스포츠마케팅의 과정

   5.5 타게팅 

         p116~11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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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선정 방법 및 실사례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3

1. 강의주제

  - 스포츠마케팅의 과정

2. 강의목표

  - 포지셔닝의 이해 및 활용

3. 강의 세부내용

  - STP전략의 마지막 과정인 포지셔닝의 

개념, 목적과 PPM의 활용에 대하여 학

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신개념 스포츠마케팅

5장. 스포츠마케팅의 과정

   5.6 포지셔닝 

   5.6.1 포지셔닝의 목적

   5.6.2 포지셔닝에서 

PPM의 활용

         p117~12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0

1

1. 강의주제

  - 스포츠마케팅 믹스

2. 강의목표

  - 스포츠 4P와 4C의 개념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마케팅 믹스의 핵심인 4P와 최

근 많이 활용되는 4C에 대하여 학습한

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쪽지시험

신개념 스포츠마케팅

6장. 스포츠마케팅믹스

   6.1 스포츠의 4P와 4C

   6.1.1 마케팅믹스의 4P

   6.1.2 마케팅믹스의 4C 

         p125~13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쪽지시험

2

1. 강의주제

  - 스포츠마케팅 믹스

2. 강의목표

  - 스포츠제품 의의와 종류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에서의 제품의 의의와 종류에 대

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신개념 스포츠마케팅

6장. 스포츠마케팅믹스

   6.2 스포츠에서 제품의 의

의와 종류 

         p130~13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스포츠마케팅 믹스

2. 강의목표

  - 스포츠제품의 가격전략 파악

3. 강의 세부내용

  - 코스트플러스형, 마크업형, 수요지향형, 

경쟁지향형, 신제품 가격전략, 판매촉진 

가격결정, 장기사용으로 인한 이익 확

보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신개념 스포츠마케팅

6장. 스포츠마케팅믹스

   6.3 스포츠제품의 가격전략 

   6.3.1 코스트플러스형 

가격결정

   6.3.2 마크업형 가격결정

   6.3.3 수요지향형 가격결정

   6.3.5 신제품 가격전략

   6.3.4 경재지향형 가격결정

   6.3.6 판매촉진형 가격결정

   6.3.7 장기사용으로 

이익확보

         p133~14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1

1

1. 강의주제

  - 스포츠마케팅 믹스

2. 강의목표

  - 스포츠의 유통채널전략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의 유통 채널 전략에 대하여 학

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신개념 스포츠마케팅

6장. 스포츠마케팅믹스

   6.4 스포츠의 유통채널전략 

         p144~14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스포츠마케팅 믹스

2. 강의목표

  - 스포츠의 프로모션 전략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신개념 스포츠마케팅

6장. 스포츠마케팅믹스

   6.5 스포츠의 프로모션전략 

   6.5.1 프로모션전략의 종류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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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모션 전략의 종류 및 AIDMA와 프

로모션믹스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6.5.2 AIDMA와 

프로모션믹스

         p145~150

3

1. 강의주제

  - 스포츠마케팅 믹스

2. 강의목표

  - 소셜스트림과 모바일활용법

3. 강의 세부내용

  - 페이스북, 트위터의 특징과 소셜미디어 

및 모바일과 동영상사이트의 활용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신개념 스포츠마케팅

6장. 스포츠마케팅믹스

   6.6 소셜스트림과 

모바일활용법 

   6.6.1 페이스북의 특징

   6.6.2 트위터의 특징

   6.6.3 소셜미디어의 활용법

   6.6.4 모바일·동영상사이트

의 활용

         p150~15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2

1

1. 강의주제

  - 브랜드와 라이센싱

2. 강의목표

  - 브랜드에 대한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브랜드의 개념과 스포츠제품브랜드전략

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신개념 스포츠마케팅

7장. 브랜드, 라이센싱 및 스

폰서십

   7.1 브랜드 

   7.1.1 브랜드란

   7.1.2 스포츠제품의 브랜

드 전략

         p159~16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브랜드와 라이센싱

2. 강의목표

  - 라이센싱에 대한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라이센싱의 개념과 라이센싱의 장점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신개념 스포츠마케팅

7장. 브랜드, 라이센싱 및 스

폰서십

   7.2 라이센싱 

   7.2.1 라이센싱이란

   7.2.2 라이센싱의 장점

         p163~16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스폰서십

2. 강의목표

  - 스폰서십의 개념 파악

3. 강의 세부내용

  - 스폰서십과 스포츠스폰서십의 개념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신개념 스포츠마케팅

7장. 브랜드, 라이센싱 및 스

폰서십

   7.3 스폰서십 

p16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3

1

1. 강의주제

  - 스포츠 스폰서십

2. 강의목표

  - 스폰서십 탐구

3. 강의 세부내용

  - 공식스폰서(독점스폰서, 타이틀스폰서)

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정기과제물 부여

스포츠마케팅 플러스

제9장 스폰서십

   3. 스포츠 스폰서십 종류

   1) 공식스폰서

    (1) 독점스폰서

    (2) 타이틀스폰서 

p205~20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부여 : 마케팅 4P

와 4C에 대해 조사하시오.

2

1. 강의주제

  - 스포츠 스폰서십

2. 강의목표

  - 스폰서십 탐구

3. 강의 세부내용

  - 공식공급업체(용구 및 용품제조업체, 장

비 및 기술제공업체)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스포츠마케팅 플러스

제9장 스폰서십

   3. 스포츠 스폰서십 종류

   2) 공식공급업체

    (1) 용구 및 용품제조업체

    (2) 장비 및 기술제공업체

p207~20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스포츠마케팅 플러스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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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스폰서십

2. 강의목표

  - 스폰서십 탐구

3. 강의 세부내용

  - 스폰서가 됨으로써 얻게 되는 다양한 

효과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9장 스폰서십

   5. 스포츠 스폰서십의 효과

p212~215

14

1

1. 강의주제

  - 스포츠이벤트의 마케팅

2. 강의목표

  - 스포츠마케팅과 제품마케팅 전략에 대

한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마케팅전략의 사고방식과 중요성, 

4P×4C, 기업의 마케팅 전략, 마케팅 

목표 설정 및 프로모션, 판매의 

커뮤니케이션 역할, 스포츠마케팅과 

제품마케팅의 차이, 스포츠비즈니스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신개념 스포츠마케팅

8장. 스포츠이벤트의 마케팅 

   8.1 스포츠마케팅과 제품

마케팅 전략 

         p169~17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제출

2

1. 강의주제

  - 스포츠이벤트의 마케팅

2. 강의목표

  - 이벤트마케팅 구성요소 파악

3. 강의 세부내용

  - 마케팅프로세스 및 마케팅 환경 분석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신개념 스포츠마케팅

8장. 스포츠이벤트의 마케팅 

   8.2 이벤트마케팅의 구성

요소 

   8.2.1 마케팅프로세스

   8.2.2 마케팅환경 분석

         p185~18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스포츠이벤트의 마케팅

2. 강의목표

  - 올림픽마케팅 탐구

3. 강의 세부내용

  - 올림픽마케팅의 개관 및 국제스포츠이벤

트와 올림픽마케팅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신개념 스포츠마케팅

8장. 스포츠이벤트의 마케팅 

   8.3 올림픽마케팅 

   8.3.1 올림픽마케팅의 개관

   8.3.2 국제스포츠이벤트와 

올림픽마케팅

         p200~21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5

1 기말고사 - -

2 기말고사 - -

3 기말고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