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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목명 운동생리학 학 점 3 교·강사명

강의시간 3시간 이론 / 실습 이론 전화번호

학습목표

1. 운동으로 인한 인체의 기능적 변화와 조절 기전에 대한 원리와 현상을 탐구하는 분야로 신체가 운동과 훈련을 통해 일으

키는 반응과 적응에 대한 지식을 익혀 여러 가지 운동시 초래되는 생리적 변화와 그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고 인체의 기능

적 측면과 수행력을 대해 학습한다.

2. 운동생리학의 입문, 세포, 에너지 대사를 이해하고 학습한다.

3. 운동과 근육계, 운동과 신경계, 운동과 순환계. 운동과 호흡계, 인체수행능력의 지표와 평가, 운동과 내분비계, 운동체구성

과 체지방, 운동과 환경 특징에 대해 학습한다.

4. 운동 시 일어나는 인체의 생리적 반응을 통해 인체의 발달 발육에 미치는 운동의 영향과 발달 단계에 따른 운동기술의 습

득 과정을 학습한다.

5. 환경적응에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일생동안 운동을 습관화하는 중요성에 대해 학습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운동생리학 / 대경북스 / 김알찬 외 5명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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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활동과 운동, 항상성

2. 강의목표

  - 신체활동과 운동, 항상성

3. 강의 세부내용

  - 신체활동과 운동을 통한 효과와 항상성

의 유지의 특징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1장 운동생리학의 개관

   1. 신체활동과 운동

   2. 항상성

p17~2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체력

2. 강의목표

  - 체력

3. 강의 세부내용

  - 운동 시 체력의 능력향상에  대해 학습

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1장 운동생리학의 개관

   3. 체력

p21~2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운동생리학이란

2. 강의목표

  - 운동생리학이란

3. 강의 세부내용

  - 운동생리학의 여러 가지 형태의 인체가 

반응과 적응, 구조적인 변화와 기능적

인 변화와 그 원인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1장 운동생리학의 개관

   4. 운동생리학이란

p25~2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1. 강의주제

  - 세포

제2장 세포와 물질이동

   1. 세포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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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강의목표

  - 세포의 구조

3. 강의 세부내용

  - 세포의 구조와 활동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 세포의 구조

p29~31

2

1. 강의주제

  - 세포

2. 강의목표

  - 유전정보와 단백질 합성

3. 강의 세부내용

  - 핵산, DNA와 RNA, 단백질의 합성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2장 세포와 물질이동

   1. 세포

    2) 유전정보와 단백질 합성

p31~3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세포

2. 강의목표

  - 세포의 증식

3. 강의 세부내용

  -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2장 세포와 물질이동

   1. 세포

    3) 세포의 증식

p36~4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1. 강의주제

  -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2. 강의목표

  - 세포막의 구조와 특성

3. 강의 세부내용

  -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의 구조와 

특성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쪽지시험

제2장 세포와 물질이동

   2.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1) 세포막의 구조와 특성

p41~4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쪽지시험

2

1. 강의주제

  -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2. 강의목표

  - 수동적 수송

3. 강의 세부내용

  - 확산, 삼투, 투석, 여과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2장 세포와 물질이동

   2.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2) 수동적 수송

p43~4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2. 강의목표

  - 능동적 수송

3. 강의 세부내용

  - 이온펌프, 포음작용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2장 세포와 물질이동

2.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3) 능동적 수송

p48~5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4 1

1. 강의주제

  - 에너지와 대사의 개념

2. 강의목표

  - 일과 에너지, 대사, 일과에너지의 단위

3. 강의 세부내용

  - 일과 에너지, 대사, 일과에너지의 단위, 

열에너지와 음식물의 열량에 대해 학습

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3장 에너지대사와 운동

   1. 에너지와 대사의 개념

    1) 일과 에너지

    2) 대사

    3) 일과 에너지의 단위

    4) 열에너지와 음식물의 열량

p55~6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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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강의주제

  - 인체의 에너지대사 시스템

2. 강의목표

  - ATP, ATP의 합성과정

3. 강의 세부내용

  - ATP와 인원질과정(ATP-PCr시스템), 젖

산시스템(무산소당분해과정), 유산소과

정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3장 에너지대사와 운동

  2. 인체의 에너지대사 시스템

   1) ATP

   2) ATP의 합성과정

p61~6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인체의 에너지대사 시스템

2. 강의목표

  - 에너지 전환

3. 강의 세부내용

  - 에너지 조달방법의 전환, 에너지원의 

전환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3장 에너지대사와 운동

  2. 인체의 에너지대사 시스템

   3) 에너지 전환

p69~7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5

1

1. 강의주제

  - 에너지 사용량의 측정

2. 강의목표

  - 직접측정법, 간접측정법

3. 강의 세부내용

  - 기초대사량, 안정대사량, 활동대사량, 

호흡교환율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정기과제물 부여

제3장 에너지대사와 운동

   3. 에너지 사용량의 측정

    1) 직접측정법

    2) 간접측정법

p69~7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부여: 운동에 

대한 항상성과 적응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기전에 대하여

2

1. 강의주제

  - 운동강도

2. 강의목표

  - 에너지대사율, 대사당량, 최대산소섭취량

3. 강의 세부내용

  - 에너지대사율, 대사당량, 최대산소섭취

량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3장 에너지대사와 운동

   4. 운동강도       

    1) 에너지대사율

    2) 대사당량

    3) 최대산소섭취량

p76~8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트레이닝에 의한 에너지대사의 적응

2. 강의목표

  - 에너지 생성반응의 특징

3. 강의 세부내용

  - 에너지 생성반응의 특징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3장 에너지대사와 운동

   5. 트레이닝에 의한 에너지

대사의 적응

    1) 에너지 생성반응의 특징

p82~8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6

1

1. 강의주제

  - 신경세포의 구조와 기능

2. 강의목표

  - 뉴런(신경세포)의 구조

3. 강의 세부내용

  - 뉴런(신경세포)의 구조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4장 신경조절과 운동

   1. 신경세포의 구조와 기능

    1) 뉴런(신경세포)의 구조

p91~9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제출

2

1. 강의주제

  - 1. 신경세포의 구조와 기능

2. 강의목표

  - 신경임펄스의 전파

3. 강의 세부내용

  - 안정시막전위, 탈분극과 활동전위, 역치

제4장 신경조절과 운동

1. 신경세포의 구조와 기능

    2)신경임펄스의 전파

p93~9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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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과 실무율, 과분극과 재분극에 대

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3

1. 강의주제

  - 신경세포의 구조와 기능

2. 강의목표

  - 신경연접부

3. 강의 세부내용

  - 신경연접부에서 신경임펄스의 전달 체

계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4장 신경조절과 운동

1. 신경세포의 구조와 기능

    3) 신경연접부    

p96~9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7

1 중간고사 - -

2 중간고사 - -

3 중간고사 - -

8

1

1. 강의주제

  - 신경계통의 분류와 기능

2. 강의목표

  - 신경계통의분류, 중추신경계통, 말초신

경계통, 자율신경계통

3. 강의 세부내용

  - 신경계통의분류, 대뇌, 사이뇌, 뇌줄기, 

소뇌, 척수, 말초신경계통, 자율신경계

통의 구조와 기능, 교감신경, 부교감신

경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4장 신경조절과 운동

  2. 신경계통의 분류와 기능

   1) 신경계통의 분류

   2) 중추신경계통

   3) 말초신경계통

   4) 자율신경계

p98~11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신경계통의 운동조절

2. 강의목표

  - 운동단위에 의한 근력조절, 말초성(반사

에 의한)근력 조절

3. 강의 세부내용

  - 운동단위에 의한 근력조절, 근방추, 골

지힘줄기관, 관절수용기, 상호억제 등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4장 신경조절과 운동

  3. 신경계통의 운동조절 

   1) 운동단위에 의한 근력조절

   2) 말초성(반사에 의한)근력 

조절

p114~11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신경계통의 운동조절

2. 강의목표

  - 말초성(반사에 의한)근력 조절, 트레이

닝에 의한 신경계통의 변환

3. 강의 세부내용

  - 관절수용기, 상호억제, 트레이닝에 의한 

신경계통의 변화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4장 신경조절과 운동

  3. 신경계통의 운동조절 

   2) 말초성(반사에 의한)근력 

조절

   3) 트레이닝에 의한 신경계

통의 변환

p118~11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9 1

1. 강의주제

  - 뼈대근육의 구조와 기능, 뼈대근육섬유

의 분류

2. 강의목표

  - 근육의 종류, 뼈대근육의 구조, 근육수

축의 기전, 뼈대근육섬유의 분류

3. 강의 세부내용

  - 근육의 종류, 뼈대근육의 구조, 근육수

축의 기전, 뼈대근육섬유의 분류에 대

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제5장 뼈대근육과 운동       

   1. 뼈대근육의 구조와 기능

    1) 근육의 종류

    2) 뼈대근육의 구조

    3) 근육수축의 기전

   2. 뼈대근육섬유의 분류

p123~13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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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교재, PPT 활용)

2

1. 강의주제

  - 뼈대근육의 수축형태와 근력의 발휘

2. 강의목표

  - 뼈대근육의 수축형태, 근력의 발휘, 근

력의 결정요인

3. 강의 세부내용

  - 등척성수축, 등장성수축,등속성수축, 단

축성수축과 신장성수축, 연축, 근육의 

단면적, 근섬유의 종류, 관절의 각도, 

근육의 길이, 와인드업, 워밍업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5장 뼈대근육과 운동    

   3. 뼈대근육의 수축형태와 

근력의 발휘

    1) 뼈대근육의 수축형태

    2) 근력의 발휘

    3) 근력의 결정요인

p130~14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운동에 대한 뼈대근육의 적응

2. 강의목표

  - 근육단면적의 변화, 모세혈관밀도의 증

가, 근육세포의 세포질 조성의 변화, 결

합조직의 변화, 뼈밀도의 증가

3. 강의 세부내용

  - 근육단면적의 변화, 모세혈관밀도의 증

가, 근육세포의 세포질 조성의 변화, 결

합조직의 변화, 뼈밀도의 증가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5장 뼈대근육과 운동    

   4. 운동에 대한 뼈대근육의 

적응    

    1) 근육단면적의 변화

    2) 모세혈관밀도의 증가

    3) 근육세포의 세포질 조성

의 변화

    4) 결합조직의 변화

    5) 뼈밀도의 증가

p142~14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0

1

1. 강의주제

  - 내분비계통

2. 강의목표

  - 호르몬의 특성, 호르몬 작용의 메커니

즘, 호르몬의 조절, 내분비샘과 호르몬

3. 강의 세부내용

  - 호르몬의 특성과 비스테로이드호르몬, 

스테로이드호르몬, 호르몬조절, 시상하

부, 뇌하수체, 갑상샘, 부갑상샘, 부신, 

이자, 생식샘, 기타 등에 대해 학습한

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쪽지시험

제6장 내분비계통과 운동

   1. 내분비계통

    1) 호르몬의 특성

    2) 호르몬 작용의 메커니즘

    3) 호르몬의 조절

    4) 내분비샘과 호르몬

         p147~16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쪽지시험

2

1. 강의주제

  - 운동과 호르몬의 조절

2. 강의목표

  - 에너지대사와 호르몬,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과 호르몬

3. 강의 세부내용

  - 당대사와 호르몬, 지질대사와 호르몬, 

단백질대사와 호르몬, 체액, 체액균형

을 유지하는 메커니즘, 전해질에 의한 

체액조절, 모세혈관의 혈압과 혈중단백

질에 의한 체액조절, 호르몬에 의한 체

액조절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6장 내분비계통과 운동

   2. 운동과 호르몬의 조절

    1) 에너지대사와 호르몬

    2)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과 

호르몬

p161~16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운동과 호르몬의 조절

2. 강의목표

  - 일시적인 운동에 대한 호르몬의 반응, 

장기적인 트레이닝에 대한 호르몬의 

반응

제6장 내분비계통과 운동

   2. 운동과 호르몬의 조절

    3) 일시적인 운동에 대한 

호르몬의 반응

    4) 장기적인 트레이닝에 대

한 호르몬의 반응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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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 세부내용

  - 운동 시 혈중호르몬 농도의 변화, 운동 

시 호흡ㆍ순환 능력의 항진과 호르몬, 

항스트레스호르몬,오버트레이닝, 인슐린

감수성의 향상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170~175

11

1

1. 강의주제

  - 호흡계통의 구조와 기능    

2. 강의목표

  - 호흡점막, 위숨길, 아래숨길

3. 강의 세부내용

  - 호흡점막과 코, 인두, 후두, 기관, 기관

지, 세기관지, 허파꽈리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7장 호흡계통과 운동

   1. 호흡계통의 구조와 기능  

    1) 호흡점막

    2) 위숨길

    3) 아래숨길

p179~18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호흡계통의 구조와 기능     

2. 강의목표

  - 허파, 가슴막, 가로막, 호흡운동, 호흡기능

3. 강의 세부내용

  - 허파, 가슴막, 가로막, 들숨, 날숨, 호흡

기능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7장 호흡계통과 운동

   1. 호흡계통의 구조와 기능  

    4) 허파, 가슴막, 가로막

    5)호흡운동

    6) 호흡기능

p185~19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운동 시 호흡계통의 반응과 적응

2. 강의목표

  - 환기량의 변화, 허파용적과 허파용량의 

변화, 무산소역치의 변화, 산소부채의 

변화, 허파확산의 변화, 산소이용 효율

의 변화, 과환기증후군

3. 강의 세부내용

  - 운동 전의 환기량 변화, 운동 중의 환

기량 변화, 회복기의 환기량 변화, 장기

간 트레이닝에 의한 환기량의 적응, 허

파용적과 허파용량의 변화, 무산소역치

의 변화, 산소부채의 변화, 허파화산의 

변화, 산소이용 효율의 변화, 과환기증

후군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7장 호흡계통과 운동

   2. 운동 시 호흡계통의 반응

과 적응

    1) 환기량의 변화

    2) 허파용적과 허파용량의 

변화

    3) 무산소역치의 변화

    4) 산소부채의 변화

    5) 허파화산의 변화

    6) 산소이용 효율의 변화

    7) 과환기증후군

p191~19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2

1

1. 강의주제

  - 순환계통의 구조와 기능

2. 강의목표

  - 심장의 구조와 기능, 혈관의 구조와 기

능, 혈액의 구성과 기능, 혈액의 순환ㆍ

혈압ㆍ혈류ㆍ맥박

3. 강의 세부내용

  - 심장의 위치와 크기, 심방과 심실, 심장

의 판막, 심장동맥, 심장주기, 심장전도

계통, 심전도, 혈관의 종류, 동맥과 정

맥의 구조와 기능, 모세혈관의 구조와 

기능, 온몸순환과 허파순환, 간문맥순

환, 혈압, 혈류, 맥박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8장 순환계통과 운동    

   1. 순환계통의 구조와 기능

    1) 심장의 구조와 기능

    2) 혈관의 구조와 기능

    3) 혈액의 구성과 기능

    4) 혈액의 순환ㆍ혈압ㆍ혈

류ㆍ맥박

p203~22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순환계통의 구조와 기능, 운동에 대한 

순환계통의 반응  

2. 강의목표

제8장 순환계통과 운동    

   1. 순환계통의 구조와 기능

    5) 림프계통

    6) 면역체계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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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림프계통, 면역체계, 운동에 대한 순환

계통의 반응  

3. 강의 세부내용

  - 림프와 림프관, 림프절, 가슴샘, 편도, 

지라, 비특이면역과 특이면역, 능동면

역과 수동면역, 운동 시 혈류의 변화, 

운동 시 혈압과 심박수의 변화, 운동 

시 박출량의 변화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2. 운동에 대한 순환계통의 

반응과 적응

    1) 운동에 대한 순환계통의 

반응  

p221~232

3

1. 강의주제

  - 운동에 대한 순환계통의 반응과 적응

2. 강의목표

  - 운동에 대한 순환계통의 적응

3. 강의 세부내용

  - 안정시의 적응효과, 운동시 심장크기의 

변화, 운동시 심박수의 감소, 안정시 1

회박출량의 증가, 운동시 혈액량과 헤

모글로빈량의 증가, 최대하운동 시의 

적응효과, 장기간 트레이닝 시 1회박출

량의 증가, 운동 시 산소 이용효율의 

증대, 최대하운동 시 심박수의 감소ㆍ

순환계통의 변화ㆍ적응효과에 대해 학

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8장 순환계통과 운동

   2. 운동에 대한 순환계통의 

반응과 적응

    2) 운동에 대한 순환계통의 

적응

p232~23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3

1

1. 강의주제

  - 체온의 조절, 고온환경과 운동

2. 강의목표

  - 체열의 생산과 방출, 체온조절의 기전, 

열에너지의 이동 방법, 체열 발산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 피부혈관의 확장과 

발한의 증가, 운동수행능력의 저하, 근

육글리코겐의 감소와 혈중젖산농도의 

증가

3. 강의 세부내용

  - 체열의 생산과 방출, 체온조절의 기전, 

열에너지의 이동 방법, 체열 발산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 피부혈관의 확장과 

발한의 증가, 운동수행능력의 저하, 근

육글리코겐의 감소와 혈중젖산농도의 

증가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정기과제물 부여

제9장 환경과 운동

   1. 체온의 조절

    1) 체열의 생산과 방출

    2) 체온조절의 기전

    3) 열에너지의 이동 방법

    4) 체열 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 운동 시의 체온조절

   2. 고온환경과 운동

    1) 피부혈관의 확장과 

발한의 증가

    2) 운동수행능력의 저하

    3) 근육글리코겐의 감소와 

혈중젖산농도의 증가

    

p241~24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부여: 

환경적응(저온,고온,고지,수

중)에 대한 운동효과에 

대하여

2

1. 강의주제

  - 고온환경과 운동

2. 강의목표

  - 체액과 전해질의 손실, 고온환경에서 

운동 시 수분섭취 요령, 

고온환경과 습도, 열적응, 열장애

3. 강의 세부내용

  - 체액과 전해질의 손실, 고온환경에서 

운동 시 수분섭취 요령, 고온환경과 습

도, 열적응, 열장애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9장 환경과 운동

  2. 고온환경과 운동

    4) 체액과 전해질의 손실

    5) 고온환경에서 운동 시 

수분섭취 요령

    6) 고온환경과 습도

    7) 열적응

    8) 열장애

p250~25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추운환경과 운동

2. 강의목표

  - 추운환경에 대한 생리적 반응, 추운환

제9장 환경과 운동

   3. 추운환경과 운동

    1) 추운환경에 대한 생리적 

반응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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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 운동수행, 추운환경에서 발생하는 

열 관련 장애

3. 강의 세부내용

  - 추운환경에 대한 생리적 반응, 운동수

행, 저체온증, 동상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2) 추운환경과 운동수행

    3) 추운환경에서 발생하는 

열 관련 장애

        p25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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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 고지환경과 운동

2. 강의목표

  - 고지환경의 이해, 고지환경에서 인체의 

생리적 변화, 고지환경과 경기력

3. 강의 세부내용

  - 산소섭취량의감소, 환기량의 증가, 심혈

관계통의 변화, 경기력의 감퇴, 상대적 

운동강도의 증가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정기과제물 제출

제9장 환경과 운동

   4. 고지환경과 운동

    1) 고지환경의 이해

    2) 고지환경에서 인체의 

생리적 변화

    3) 고지환경과 경기력

p262~26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제출

2

1. 강의주제

  - 고지환경과 운동

2. 강의목표

  - 고지적응과 고지트레이닝, 고지환경에

서 운동 시 자주 발생하는 장애

3. 강의 세부내용

  - 단기 고지적응, 장기 고지적응, 고지 트

레이닝, 저산소증, 고산병, 허파부종 또

는 뇌부종, 지구력 저하에 대해 학습한

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9장 환경과 운동

   4. 고지환경과 운동

    4) 고지적응과 고지트레이닝

    5) 고지환경에서 운동 시 

자주 발생하는 장애

p267~27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수중환경과 운동

2. 강의목표

  - 수중환경의 이해, 수중환경에서의 생리

적 변화, 수중운동의 활용, 스노클링,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3. 강의 세부내용

  - 압력의 증가, 체열손실의 증가, 체중의 

감소, 말초혈관의 수축, 서맥현상, 근육

혈류량의 감소, 젖산축적, 잠수 전 과호

흡, 잠수 깊이의 한계, 특성 및 효과, 

감압병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9장 환경과 운동

   5. 수중환경과 운동

     1) 수중환경의 이해

     2) 수중환경에서의 생리적 

변화

     3) 수중운동의 활용

     4) 스노클링

     5) 스킨다이빙

     6) 스쿠버다이빙

p271~28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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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말고사 - -

2 기말고사 - -

3 기말고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