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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목명 운동과영양 학 점 3 교·강사명

강의시간 3시간 이론 / 실습 이론 전화번호

학습목표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고 기본적으로 관심 있게 고려하는 것은 건강유지이며 이것은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과 깊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어떤 식품을 어떻게 섭취하면 건강을 유지하는지 알아본다.

건강과 운동수행을 함축적으로 강조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수분 등의 기본 영양소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신체조성과 체중조절의 개념을 살펴보고, 식사와 운동을 통해 어떻게 체중을 감량하거나 증량하는지와 체중 감량 또는 

체중 증량이 건강과 운동수해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여, 영양이 경기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고, 운동과 

스포츠 경기력에 대한 식사 구성과 식이보충제의 영양학적 효과에 대해서 수업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휴먼 퍼포먼스와 운동영양학 / 대경북스 / 정일규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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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섭취기준(DRIs)

2. 강의목표

  - 영양섭취기준의 구성

3. 강의 세부내용

  - 평균필요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상한섭취량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1장 운동영양학 입문

   2. 영양섭취기준(DRIs)

    1) 영양섭취기준의 구성

p20~2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식품의 구성

2. 강의목표

  - 식품구성탑

3. 강의 세부내용

  - 각 식품군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1장 운동영양학 입문

   3. 식품의 구성

    1) 식품구성탑

p24~2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영양소의 흡수

2. 강의목표

  - 영양소의 흡수

3. 강의 세부내용

  - 음식물의 소화과정과 이동경로에 대하

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1장 운동영양학 입문

   4. 영양소의 흡수

p27~3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1. 강의주제

  - 탄수화물의 종류와 급원

2. 강의목표

  - 단당류, 소당류, 다당류

3. 강의 세부내용

  - 탄수화물의 종류와 분류 및 급원식품에 

제2장 탄수화물

   1. 탄수화물의 종류와 급원

    1) 단당류

    2) 소당류

    3) 다당류

p40~4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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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2

1. 강의주제

  - 혈당의 조절과 운동

2. 강의목표

  - 운동 중 연료의 이동 및 당신생과정 

3. 강의 세부내용

  - 운동 중 연료의 이동 및 간에서 당신생 

경로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2장 탄수화물

   4. 혈당의 조절과 운동

    1) 운동 중 연료의 이동

    2) 당신생과정 

p57~6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탄수화물의 체내 역할 

2. 강의목표

  - 에너지원, 단백질 절약작용, 대사작용의 

뇌관, 중추신경계의 연료

3. 강의 세부내용

  - 탄수화물의 체내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2장 탄수화물

   5. 탄수화물의 체내 역할 

    1) 에너지원

    2) 단백질 절약작용

    3) 대사작용의 뇌관

    4) 중추신경계의 연료 

p60~6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1. 강의주제

  - 지방의 종류

2. 강의목표

  - 중성지방, 지방산, 인지질, 콜레스테롤

3. 강의 세부내용

  - 지방의 종류와 분류 및 급원식품에 대

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쪽지시험

제3장 지방

   1. 지방의 종류

    1) 중성지방

    2) 지방산

    3) 인지질

    4) 콜레스테롤

p-83~9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쪽지시험

2

1. 강의주제

  - 지방의 운반 및 저장

2. 강의목표

  - 지방의 운반 및 저장 

3. 강의 세부내용

  - 지방의 흡수 및 운반과정. 지단백질의 

순환경로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3장 지방

   4. 지방의 운반 및 저장

         p96~10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지방의 체내 역할 

2. 강의목표

  - 에너지원 및 저장고, 보호와 절연, 비타

민 운반체 및 공복억제 

3. 강의 세부내용

  - 지방의 체내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3장 지방

   3. 지방의 체내 역할 

    1) 에너지원 및 저장고

    2) 보호와 절연

    3) 비타민 운반체 및

      공복억제

p94~9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4
1

1. 강의주제

  - 단백질의 종류와 급원

2. 강의목표

  - 완전단백질, 불완전단백질, 동물성 및 

식물성 단백질

3. 강의 세부내용

  - 단백질의 종류와 분류 및 급원식품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4장 단백질

   1. 단백질의 종류와 급원

    1) 완전단백질

    2) 불완전단백질

   2. 생물과 아미노산 보족작용

   3. 동물성 및 식물성 단백질

p122~12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제4장 단백질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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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백질의 소화·흡수·대사

2. 강의목표

  - 단백질의 소화·흡수·대사

3. 강의 세부내용

  - 단백질의 대사경로, 아미노산 풀과 아

미노산 대사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7. 단백질의 소화·흡수·대사

         p131~134

3

1. 강의주제

  - 단백질의 체내 역할 

2. 강의목표

  - 신체조직의 형성, 효소, 호르몬, 항체의 

형성, 체액의 균형유지, 산-염기평형 

3. 강의 세부내용

  - 단백질의 체내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기

능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4장 단백질

   6. 단백질의 체내 역할 

    1) 신체조직의 형성

    2) 효소, 호르몬, 항체의 

형성

    3) 체액의 균형유지

    4) 산-염기평형

p128~13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5

1

1. 강의주제

  - 비타민의 명칭과 종류

  - 비타민보충제의 복용

2. 강의목표

  - 비타민의 명칭과 종류 및 비타민보충제

의 복용

3. 강의 세부내용

  - 비타민의 일반명과 화학명, 지용성 비

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의 일반적 성질, 

비타민보충제 복용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정기과제물 부여

제5장 비타민

   1. 비타민의 명칭과 종류

   4. 비타민보충제의 복용

        p154~155,

        p175~17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부여: 일반인의 

건강관리 요인으로서의 영향

2

1. 강의주제

  - 수용성 비타민

2. 강의목표

  -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비타민 

B6, 판토텐산, 엽산, 비타민 B12, 기타 비

타민 B 복합체, 비타민 C

3. 강의 세부내용

  - 수용성 비타민의 생리적 기능, 급원식

품, 권장량과 운동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5장 비타민

   2. 수용성 비타민

    1) 비타민 B1

   2) 비타민 B2

    3) 나이아신

    4) 비타민 B6

    5) 판토텐산

    6) 엽산

    7) 비타민 B12

    8) 기타 비타민 B 복합체

    9) 비타민 C

        p155~16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지용성 비타민

2. 강의목표

  -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3. 강의 세부내용

  - 지용성 비타민의 생리적 기능, 급원식

품, 권장량과 운동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5장 비타민

   3. 지용성 비타민

    1) 비타민 A

   2) 비타민 D

    3) 비타민 E

    4) 비타민 K

        p168~17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6 1

1. 강의주제

  - 무기질의 종류

  - 무기질과 다른 영양소 간의상호작용

  - 무기질의 급원식품과 독성

2. 강의목표

  - 무기질의 종류, 무기질과 다른 영양소 간

의상호작용, 무기질의 급원식품과 독성

3. 강의 세부내용

  - 영양소의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에 관여

하는 무기질, 주요 무기질의 1일 권장

제6장 무기질

   1. 무기질의 종류

   2. 무기질과 다른

     영양소 간의 상호작용

   3. 무기질의 급원식품과 

      독성

        p186~18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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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급원식품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2

1. 강의주제

  - 다량무기질

2. 강의목표

  - 칼슘, 인,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3. 강의 세부내용

  - 다량무기질의 생리적 기능, 결핍증, 과

잉증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5장 비타민

   4. 다량무기질

    1) 칼슘

   2) 인

    3) 마그네슘

    4) 칼륨

    5) 나트륨

        p188~20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미량무기질

2. 강의목표

  - 철, 아이오딘, 구리, 아연, 셀레늄, 망가

니즈, 코발트, 크로뮴, 플루오틴

3. 강의 세부내용

  - 미량무기질의 생리적 기능, 결핍증, 과

잉증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5장 비타민

   5. 미량무기질

    1) 철

   2) 아이오딘

    3) 구리

    4) 아연

    5) 셀레늄

    6) 망가니즈

    7) 코발트

    8) 크로뮴

    9) 플루오틴

        p200~20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7

1 중간고사 - -

2 중간고사 - -

3 중간고사 - -

8

1

1. 강의주제

  - 운동 중 탄수화물 연료의 이용

  - 체내 탄수화물 저장량과 운동수행력

2. 강의목표

  - 강한 운동과 중정도의 지속적 운동, 체

내 탄수화물 저장량과 운동수행력

3. 강의 세부내용

  - 혈중글루코스 유입과 운동강도, 근글리

코겐 저장량과 운동지속시간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2장 탄수화물

   6. 운동 중 탄수화물

      연료의 이용

    1) 강한 운동

   2) 중정도의 지속적 운동

   7. 체내 탄수화물

     저장량과 운동수행력

        p63~6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운동과 지방연료의 이용

2. 강의목표

  - 운동과 혈중지방산, 운동형태에 따른, 

지방이용, 운동 중 지방대사에 미치는 

훈련 효과

3. 강의 세부내용

  - 운동시와 휴식시 혈중 유리지방산과 글

리세롤 농도, 운동지속시간에 따른 인

체연료 이용비율 변화, 지질이용능력 

및 지구력 개선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3장 지방

   8. 운동과 지방연료의 이용

    1) 운동과 혈중지방산

   2) 운동형태에 따른

       지방이용

    3) 운동 중 지방대사에

       미치는 훈련 효과

        p107~11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운동 중 단백질대사(알라닌-글루코스 

사이클)

  - 운동선수의 단백질 수요량 산정

2. 강의목표

  - 운동 중 단백질대사

  - 운동과 훈련 중 단백질 균형,운동선수

의 단백질 수요량

3. 강의 세부내용

제4장 단백질

   8. 운동 중 단백질대사

     (알라닌-글루코스

     사이클)

   10. 운동선수의 단백질

      수요량 산정

    1) 운동과 훈련 중

       단백질 균형

   2) 운동선수의 단백질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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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라닌-글루코스 사이클, 에너지섭취량

에 따른 단백질 섭취량에 대하여 학습

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수요량

        p135~136

        p141~143

9

1

1. 강의주제

  - 체내 수분의 기능

2. 강의목표

  - 화학적 반응의 용매, 심혈관계의 정상

적 활동, 물질의 운반과 체외 배출, 체

온조절기능, 쿠션과 윤활유로서의 역할

3. 강의 세부내용

  - 수분의 체내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7장 인체 수분과 전해질 균형

   1. 체내 수분의 기능

    1) 화학적 반응의 용매

   2) 심혈관계의 정상적  활동

    3) 물질의 운반과 체외 배출

    4) 체온조절기능

    5) 쿠션과 윤활유로서의  

역할

        p216~21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수분평형과 체액조절기구

2. 강의목표

  - 휴식 시 수분평형, 운동 시 수분평형, 

인체의 체액조절기구

3. 강의 세부내용

  - 휴식 시 체내 수분균형, 운동초기와 운

동지속 시 체액구획 간 수분이동, 향이

뇨호르몬을 통한 체액 보존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7장 인체 수분과 전해질 균형

   2. 휴식 시 수분평형

   3. 운동 시 수분평형

   4. 인체의 체액조절기구

        p218~22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탈수와 운동수행력, 체중감량

2. 강의목표

  - 탈수와 운동수행력, 체중감량을 위한 

인위적인 탈수방법

3. 강의 세부내용

  - 열순화된 단련자와 비단련자의 체내수

분여유력, 체중감량과 이뇨제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7장 인체 수분과 전해질 균형

   5. 탈수와 운동수행력

   6. 체중감량을 위한 인위적

인 탈수방법

        p223~22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0

1

1. 강의주제

  - 인체의 에너지대사계

2. 강의목표

  - 인원질과정, 무산소성 해당과정(젖산계), 

유산소과정, 인체연료의 상호전환

3. 강의 세부내용

  - 글루코스의 이용경로, 젖산의 제거경로, 

38ATP생성과정,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의 상호전환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쪽지시험

제8장 인체의 에너지대사계

   1. 인체의 에너지대사계

    1) 인원질과정

    2) 무산소성 해당과정

       (젖산계)

    3) 유산소과정

    4) 인체연료의 상호전환

        p246~25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쪽지시험

2

1. 강의주제

  - 운동 시 연료의 이용

2. 강의목표

  - 운동의 강도와 연료이용, 운동지속시간

과 연료의 이용, 연료의 이용에 미치는 

지구성 훈련의 효과

3. 강의 세부내용

  - 운동 시 주요기질의 에너지공헌도, 운

동지속시간과 각 연료의 기여도, 단련

자의 탄수화물절약효과 기전에 대하여 

학습한다.

제8장 인체의 에너지대사계

   2. 운동 시 연료의 이용

    1) 운동의 강도와 연료이용

    2) 운동지속시간과 연료의 

이용

    3) 연료의 이용에 미치는 

지구성 훈련의 효과

        p253~25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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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3

1. 강의주제

  - 운동 시 연료의 이용

2. 강의목표

  - 연료의 저장에 미치는 훈련효과, 근육섬

유유형에 따른 근글리코겐이용, 운동형

태가 근글리코겐 이용에 미치는 영향

3. 강의 세부내용

  - 단련자와 비단련자 간 전형적인 대사요

인의 차이, 운동 시 근육섬유유형별 글

리코겐사용비율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8장 인체의 에너지대사계

   2. 운동 시 연료의 이용

    4) 연료의 저장에 미치는 

훈련효과

    5) 근육섬유유형에 따른 

근글리코겐이용

    6) 운동형태가 근글리코겐 

이용에 미치는 영향

        p258~26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1

1

1. 강의주제

  - 식품의 열량가 측정

  - 인체의 에너지소비량 측정

2. 강의목표

  - 식품의 열량가 측정

  - 직접 및 간접적인 측정법

3. 강의 세부내용

  - 각 에너지원의 1g당 생리적 열량가, 에

너지소비량에 직접적 및 간접적인 측정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9장 에너지소비량의 산정

   1. 식품의 열량가 측정

   2. 인체의 에너지소비량 측정

    1) 직접적인 측정법

   2) 간접적인 측정법

        p266~27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호흡교환율을 이용한 에너지소비량 선정

2. 강의목표

  - 호흡교환율의 개념, 비단백성 호흡교환

율, 호흡교환율 해석상의 주의점

3. 강의 세부내용

  - 호흡교환율의 개념, 비단백성 RER과 연

료의 에너지기여비율 및 해석의 주의점

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9장 에너지소비량의 산정

   3. 호흡교환율을 이용한 

      에너지소비량 선정

    1) 호흡교환율의 개념

   2) 비단백성 호흡교환율

    3) 호흡교환율 해석상의 

주의점

        p270~27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휴식 시 에너지대사율

2. 강의목표

  - 기초대사율 산출, 기초대사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휴식대사율

3. 강의 세부내용

  - 신장과 체중을 이용한 체표면적의 산

출, 나이와 성별에 따른 기초대사량, 

휴식대사율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학

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9장 에너지소비량의 산정

   4. 휴식 시 에너지대사율

    1) 기초대사율 산출

   2) 기초대사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

    3) 휴식대사율

        p274~27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2 1

1. 강의주제

  - 운동 시 에너지대사율

2. 강의목표

  - 대사율에 미치는 운동의 효과, METs와 

체중당 에너지소비량, 운동 시 에너지소

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강의 세부내용

  - 운동 시 에너지소비량에 따른 운동의 

분류, 분당에너지소비량, 각종 활동에 

따른 체중당 에너지소비량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9장 에너지소비량의 산정

   5. 운동 시 에너지대사율

    1) 대사율에 미치는 

운동의 효과

   2) METs와 체중당 

에너지소비량

    3) 운동 시 에너지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p279~28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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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강의주제

  - 1일 에너지소비량 산출, 열량권장량

2. 강의목표

  - 1일 에너지소비량 산출 및 열량권장량

3. 강의 세부내용

  - 1일 에너지소비량, 운동강도별 활동지수, 

1일 에너지필요량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9장 에너지소비량의 산정

   6. 1일 에너지소비량 산출

   7. 열량권장량

        p292~29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적정체중의 산출

2. 강의목표

  - 일반인과 운동선수의 적정체지방률, 목

표체중의 산정

3. 강의 세부내용

  - 일반 성인의 체지방률 평가기준, 운동

선수의 체성분 범위, 목표체중 산출 공

식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10장 체성분의 평가

   3. 적정체중의 산출

    1) 일반인의 적정 체지방률

   2) 운동선수의 적정 체성분

    3) 목표체중의 산정

        p319~32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3

1

1. 강의주제

  - 비만의 종류와 원인

2. 강의목표

  - 세포증식형 비만, 세포비대형 비만, 유

전적 요인, 잘못된 식습관, 운동부족, 

심리적 요인, 내분비계 이상

3. 강의 세부내용

  - 지방세포의 변화, 지방세포수의 산정, 비

만의 내외부적 요인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정기과제물 부여

제11장 비만과 체중감량

   1. 비만의 종류

   2. 비만의 원인

    1) 유전적 요인

   2) 잘못된 식습관

    3) 운동부족

    4) 심리적 요인

    5) 내분비계 이상

        p334~34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부여: 운동 종목

을 선택하여 영양 관리 전략

2

1. 강의주제

  - 체중감량을 위한 식이

2. 강의목표

  - 케톤생성식사, 고단백질식사, 단식요법, 

저열량균형식이, 식사의 요령

3. 강의 세부내용

  - 올바른 식이요법을 이용하여 비만개선에 

효과적인 치료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11장 비만과 체중감량

   4. 체중감량을 위한 식이

    1) 케톤생성식사

   2) 고단백질식사

    3) 단식요법

    4) 저열량균형식이

    5) 식사의 요령

        p346~35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체중감량을 위한 운동 및 적정운동강도

2. 강의목표

  - 체중감량을 위한 운동 및 적정운동강도

3. 강의 세부내용

  - 운동과 식욕, 체성분, 국부지방, 무분별

한 식이와 운동, 운동강도와 지방연소

량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11장 비만과 체중감량

   6. 체중감량을 위한 운동

    1) 운동의 체중감량 효과

   7. 체중감량을 위한 

적정운동강도 

        p352~35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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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주제

  - 호르몬제

2. 강의목표

  - 아나볼릭스테로이드, 클렌부테놀, 성장

호르몬, DHEA, 구강피임약, 에리쓰로포

이에틴

3. 강의 세부내용

  - 효과에 대한 연구와 사용의 위험성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제12장 운동능력향상 보조물

   1. 호르몬제

    1) 아나볼릭스테로이드

   2) 클렌부테놀

    3) 성장호르몬

    4) DHEA

    5) 구강피임약

    6) 에리쓰로포이에틴

        p369~37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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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교재, PPT 활용)

2

1. 강의주제

  - 약물

2. 강의목표

  - 암페타민, 베타차단제, 카페인, 에페드

린, 알코올, 코카인

3. 강의 세부내용

  - 효과에 대한 연구와 사용의 위험성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12장 운동능력향상 보조물

   2. 약물

    1) 암페타민

   2) 베타차단제

    3) 카페인

    4) 에페드린

    5) 알코올

    6) 코카인

        p374~37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생리활성제

2. 강의목표

  - 혈액도핑, 산소흡입, 인삼, 완충제 : 중

탄산염과 인산염

3. 강의 세부내용

  - 효과에 대한 연구와 사용의 위험성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12장 운동능력향상 보조물

   3. 생리활성제

    1) 혈액도핑

   2) 산소흡입

    3) 인삼

    4) 완충제 : 중탄산염과 

인산염

        p378~38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5

1 기말고사 - -

2 기말고사 - -

3 기말고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