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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목명 체육학개론 학 점 3 교·강사명

강의시간 3시간 이론 / 실습 이론 전화번호

학습목표

체육의 개념과 원리를 정립하고, 체육 정의, 목표, 가치 등을 통해 체육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며 이를 토대로 체육의 올바른 

실천과 체계적, 과학적 기초지식인 체육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가치를 학습하고 체육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인류

학적 기초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인간의 움직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역사와 발전과정을 고찰해보고 체육의 인

문·사회과학에 체육원리, 체육사,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경영학을 체육의 자연과학에 해부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등과 체육의 응용과학에 스포츠코칭론, 트레이닝론, 체육측정평가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함과 동시에 실기 영역에 대한 체계

적인 지도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체육학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여 현장에서 적용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나아가 체육학의 본질과 방향을 제시하여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이 체육학 전반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채육학개론 / 대경북스 / 진성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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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원리

2. 강의목표

  - 체육의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체육의 정의, 목적, 가치·의의·필요성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1부 체육의 인문·사회과학적 연구

  1장. 체육원리

    1. 체육의 이해

     1) 체육의 정의

     2) 체육의 목적

     3) 체육의 가치·의의·필요성 

p25~2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체육원리

2. 강의목표

  - 체육의 철학적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철학이란, 철학사상과 체육사상에 대하

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1부 체육의 인문·사회과학적 연구

  1장. 체육원리

    2. 체육의 철학적 이해

     1) 철학이란

     2) 철학사상과 체육사상

p29~3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체육원리

2. 강의목표

  - 인간의 본질과 체육

3. 강의 세부내용

  - 존재로서의 인간과 체육과 인간관과 체

육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1부 체육의 인문·사회과학적 연구

  1장. 체육원리

    3. 인간의 본질과 체육

     1) 존재로서의 인간과 체육

     2) 인간관과 체육

p39~4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1. 강의주제

  - 체육원리

2. 강의목표

  - 체육과 유사한 개념

3. 강의 세부내용

제1부 체육의 인문·사회과학적 연구

  1장. 체육원리

    4. 체육과 유사한 개념

     1) 놀이

     2) 게임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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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스포츠, 생활체

육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3) 스포츠

     4) 레저스포츠

     5) 생활체육

p44~48

2

1. 강의주제

  - 체육사

2. 강의목표

  - 우리나라 체육사

3. 강의 세부내용

  - 우리나라 원시사회의 체육부터 현대의 

체육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1부 체육의 인문·사회과학적 연구

  2장. 체육사

    1. 우리나라 체육사

     1) 원시사회의 체육

     2) 부족사회의 체육

     3) 삼국 및 통일신라 시대의 체육

     4) 고려시대의 체육

     5) 조선시대의 체육

     6) 갑오경장 이후의 체육

     7) 현대의 체육

p51~5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체육사

2. 강의목표

  - 서양의 체육사

3. 강의 세부내용

  - 고대, 중세, 르네상스, 근대의 체육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1부 체육의 인문·사회과학적 연구

  2장. 체육사

    2. 서양의 체육사

     1) 고대의 체육

     2) 중세의 체육

     3) 르네상스시대의 체육

     4) 근대의 체육

p59~7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1. 강의주제

  - 스포츠 심리학

2. 강의목표

  - 스포츠 심리학 연구 영역

  - 운동제어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심리학의 연구영역과 운동제어에

서 정보처리이론, 생태학적 지각론, 역

학계이론, 운동패턴과 제어패턴에 대하

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1부 체육의 인문·사회과학적 연구

  3장. 스포츠 심리학

    1. 스포츠 심리학의 연구 영역

    2. 운동제어

     1) 정보처리이론

     2) 생태학적 지각론

     3) 역학계이론

     4) 운동패턴과 제어패턴

    

p73~7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스포츠 심리학

2. 강의목표

  - 운동학습        

  - 운동발달

3. 강의 세부내용

  - 학습곡선, 폐쇄회로이론, 스키마이론, 

자기조직화와 운동발달의 순서성 ,정

보처리 능력, 신체운동과 언어학습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쪽지시험

제1부 체육의 인문·사회과학적 연구

  3장. 스포츠 심리학

    3. 운동학습    

     1) 학습곡선

     2) 폐쇄회로이론

     3) 스키마이론

     4) 자기조직화    

    4. 운동발달

     1) 운동발달의 순서성

     2) 정보처리 능력

     3) 신체운동과 언어학습

p78~8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쪽지시험

3

1. 강의주제

  - 스포츠 심리학

2. 강의목표

  - 운동수행         

  - 운동과 정신건강

3. 강의 세부내용

  - 내적요인과 외적요인, 운동의 심리적 효

과, 심리기술 훈련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1부 체육의 인문·사회과학적 연구

  3장. 스포츠 심리학

    5. 운동수행  

     1) 내적 요인

     2) 외적 요인      

    6. 운동과 정신건강

     1) 운동의 심리적 효과

     2) 심리기술 훈련

p83~10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4 1
1. 강의주제

  - 스포츠 사회학

제1부 체육의 인문·사회과학적 연구

  4장. 스포츠 사회학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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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목표

  - 스포츠사회학이란       

  - 스포츠사회학의 교육적 측면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사회학의 정의와 영역 주요이론, 

교육, 사회화, 일탈행동에 대하여 학습

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 스포츠사회학이란

     1) 스포츠사회학의 저의와 영역

     2) 스포츠사회학의 주요이론

    2. 스포츠사회학의 교육적 측면

     1) 스포츠와 교육

     2) 스포츠와 사회화

     3) 스포츠와 일탈행동

p107~119

2

1. 강의주제

  - 스포츠 사회학

2. 강의목표

  - 스포츠사회학의 사회적 측면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와 정치, 경제, 문화, 사 회복지

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1부 체육의 인문·사회과학적 연구

  4장. 스포츠 사회학

    3. 스포츠사회학의 사회적 측면  

     1) 스포츠와 정치

     2) 스포츠와 경제

     3) 스포츠와 문화

     4) 스포츠와 사회복지

p119~12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스포츠 사회학

2. 강의목표

  - 스포츠사회학의 조직적 측면-스포츠사

회학의 정보적 측면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와 사회조직, 사회제도, 사회계층

과 매스미디어란, 스포츠와의 관계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1부 체육의 인문·사회과학적 연구

  4장. 스포츠 사회학

    4. 스포츠사회학의 조직적 측면  

     1) 스포츠와 사회조직

     2) 스포츠와 사회제도

     3) 스포츠와 사회계층

    5. 스포츠사회학의 정보적 측면  

     1) 매스미디어란

     2) 매스미디어의 장점과 단점

     3) 매스미디어와 스포츠

p130~13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5

1

1. 강의주제

  - 스포츠 경영학

2. 강의목표

  - 스포츠경영이란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산업, 경영, 경영환경, 경영전략

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정기과제물 부여

제1부 체육의 인문·사회과학적 연구

   5장. 스포츠 경영학

    1. 스포츠경영이란

     1) 스포츠산업

     2) 스포츠경영

     3) 스포츠경영환경

     4) 스포츠경영전략

p145~15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부여 : 본

인의 체육 인문·사회과

학 관심 학문 분야 조

사하시오.(한 과목)

2

1. 강의주제

  - 스포츠 경영학

2. 강의목표

  - 스포츠경영이란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마케팅의 개요, 전략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1부 체육의 인문·사회과학적 연구

   5장. 스포츠 경영학

    2. 스포츠마케팅

     1) 스포츠마케팅의 개요

     2) 스포츠마케팅의 전략

p155~15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스포츠 경영학

2. 강의목표

  - 스포츠스폰서십이란

  - 스포츠에이전시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스폰서십의 정의 및 특성 분류, 

효과 및 스포츠에이전시에 대하여 학

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1부 체육의 인문·사회과학적 연구

   5장. 스포츠 경영학

    3. 스포츠스폰서십이란

     1) 스포츠스폰서십의 정의 및 

특성

     2) 스포츠스폰서십의 분류

     3) 스포츠스폰서십의 효과  

    4. 스포츠에이전시 

p159~16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6 1
1. 강의주제

  - 인체해부학

제2부 체육의 자연과학적 연구

   1장. 인체해부학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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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목표

  - 해부학개관

  - 인체의 조직

3. 강의 세부내용

  - 해부학용어 및 인체의 기본 구성 요소, 

상피조직, 지지조직, 근육조직, 신경조

직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 해부학개관  

     1) 해부학 용어

     2) 인체의 기본적 구성요소

    2. 인체의 조직 

     1) 상피조직

     2) 지지조직

     3) 근육조직

     4) 신경조직

p169~183

- 정기과제물 제출

2

1. 강의주제

  - 인체해부학

2. 강의목표

  - 골격계통

  - 근육계통

3. 강의 세부내용

  - 뼈, 관절, 인대 및 뼈대근육의 분류, 근

수측의 분류, 뼈대근육의 구조에 대하

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2부 체육의 자연과학적 연구

   1장. 인체해부학

    3. 골격계통

     1) 뼈

     2) 관절

     3) 인대  

    4. 근육계통

     1) 뼈대근육의 분류

     2) 근수축의 분류

     3) 뼈대근육의 구조

p184~19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인체해부학

2. 강의목표

  - 순환계통

  - 신경계통

3. 강의 세부내용

  - 혈관계통, 림프계통 및 신경계통의 주

요 용어, 분류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2부 체육의 자연과학적 연구

   1장. 인체해부학

    5. 순환계통

     1) 혈관계통

     2) 림프계통  

    6. 신경계통

     1) 신경계의 주요용어

     2) 신경계통의 분류

p191~19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7

1 중간고사 - -

2 중간고사 - -

3 중간고사 - -

8

1

1. 강의주제

  - 운동생리학

2. 강의목표

  - 운동생리학의 기초  

3. 강의 세부내용

  - 항상성 및 인체를 이루는 물질에 대하

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2부 체육의 자연과학적 연구

   2장. 운동생리학

    1. 운동생리학의 기초

     1) 항상성

     2) 인체를 이루는 물질  

p199~20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운동생리학

2. 강의목표

  - 에너지 대사  

3. 강의 세부내용

  - 생물학적 에너지 사이클,  ATP의 분해

와 합성, 에너지물질의 상호전환에 대

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2부 체육의 자연과학적 연구

   2장. 운동생리학

    2. 에너지 대사 

     1) 생물학적 에너지사이클

     2) ATP의 분해와 합성

     3) 에너지물질의 상호전환 

p208~21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운동생리학

2. 강의목표

  - 운동과 근육계통

3. 강의 세부내용

  - 근수축의 메커니즘, 근섬유의 종류, 훈

련과 근육의 적응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2부 체육의 자연과학적 연구

   2장. 운동생리학

    3. 운동과 근육계통 

     1) 근수축의 메커니즘

     2) 근육섬유의 종류

     3) 훈련과 근육의 적응 

p216~22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9 1 1. 강의주제 제2부 체육의 자연과학적 연구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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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생리학

2. 강의목표

  - 운동과 신경계통

  - 운동과 순환계통

3. 강의 세부내용

  - 신경임펄스의 전달, 신경연접부, 신경근

연접부, 훈련과 신경계통의 적응 및 순

환계통의 구조와 기능, 운동 시 순환계

통의 변화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2장. 운동생리학

    4. 운동과 신경계통

     1) 신경임펄스의 전달

     2) 신경연접부

     3) 신경근연접부

     4) 훈련과 신경계통의 적응

    5. 운동과 순환계통

     1) 순환계통의 구조와기능

     2) 운동 시 순환계통의 변화

     3) 훈련과 순환계통의 적응  

p221~234

2

1. 강의주제

  - 운동생리학

2. 강의목표

  - 운동과 호흡계통 

3. 강의 세부내용

  - 호흡계통의 구조와 기능, 운동 시 순환

계통의 변화, 훈련과 호흡계통의 적응

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2부 체육의 자연과학적 연구

   2장. 운동생리학

    6. 운동과 호흡계통

     1) 호흡계통의 구조와 기능

     2) 운동 시 호흡계통의 변화

     3) 훈련과 호흡계통의 적응  

p234~24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운동생리학

2. 강의목표

  - 운동과 환경조건 

3. 강의 세부내용

  - 열환경, 추운환경, 고지환경, 수중환경에

서의 올바른 운동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2부 체육의 자연과학적 연구

   2장. 운동생리학

    7. 운동과 환경조건

     1) 열환경과 운동

     2) 추운환경과 운동

     3) 고지환경과 운동

     4) 수중환경과 운동 

p242~24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0

1

1. 강의주제

  - 운동역학

2. 강의목표

  - 운동역학의 기초

3. 강의 세부내용

  - 단위, 벡터와 스칼라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쪽지시험

제2부 체육의 자연과학적 연구

   3장. 운동역학

    1. 운동역학의 기초

     1) 단위

     2) 벡터와 스칼라

p249~25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쪽지시험

2

1. 강의주제

  - 운동역학

2. 강의목표

  - 선운동학 

3. 강의 세부내용

  - 거리, 변위와 속력, 속도, 가속도에 대

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2부 체육의 자연과학적 연구

   3장. 운동역학

    2. 선운동학 

     1) 거리, 변위와 속력, 속도

     2) 가속도

p257~26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운동역학

2. 강의목표

  - 힘과 운동

3. 강의 세부내용

  - 뉴턴의 운동법칙, 만유인력과 중력, 투

사체 운동, 마찰력, 탄성력,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2부 체육의 자연과학적 연구

   3장. 운동역학

    3. 힘과 운동 

     1) 뉴턴의 운동법칙

     2) 만유인력과 중력

     3) 투사체 운동

     4) 마찰력

     5) 탄성력

     6) 운동량과 충격량

p263~27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1 1

1. 강의주제

  -운동역학

2. 강의목표

  - 일과 에너지

제2부 체육의 자연과학적 연구

   3장. 운동역학

    4. 일과 에너지 

     1) 음의 일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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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 세부내용

  - 음의 일, 일, 위치, 탄성, 운동, 역학적 

에너지 ,일률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2) 일과 에너지

     3) 위치에너지

     4) 탄성에너지

     5) 운동에너지

     6) 역학적에너지

     7) 일률

p271~275

2

1. 강의주제

  - 운동역학

2. 강의목표

  - 원운동과 회전운동

3. 강의 세부내용

  - 원운동, 회전운동, 관성모멘트, 회전운

동의 운동방정식, 인체의 운동, 회전운

동의 각운동량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2부 체육의 자연과학적 연구

   3장. 운동역학

    5. 원운동과 회전운동

     1) 원운동

     2) 회전운동(각운동)

     3) 관성모멘트

     4) 회전운동의 운동방정식

     5) 인체의 운동

     6) 회전운동의 각운동량

p275~28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운동역학

2. 강의목표

  - 유체역학

  - 동작분석

3. 강의 세부내용

  - 파스칼원리, 부력, 베르누이 정리, 양력, 

유체의 저항 및 인체모델, 매개변수, 디

지타이징과 필터링,  지면반력, 근전도

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2부 체육의 자연과학적 연구

   3장. 운동역학

    6. 유체역학

     1) 파스칼의 원리

     2) 부력

     3) 표면장력과 모세관현상

     4) 베르누이 정리

     5) 양력

     6) 유체의 저항

    7. 동작분석

     1) 인체모델

     2) 인체의 매개변수

     3) 디지타이징과 필터링

     4) 동기화와 DLT

     5) 지면반력

     6) 근전도

p284~29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2

1

1. 강의주제

  - 코칭론

2. 강의목표

  - 스포츠코칭의10계명

  - 스포츠수행능력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코칭의10계명 및 스포츠수행능

력의 구조, 스트림이론, 트리이론에 대

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3부 체육의 응용과학적 연구

   1장. 코칭론

    1. 스포츠코칭의10계명

    2. 스포츠수행능력

      1) 스포츠수행능력의 구조

      2) 스포츠스트림이론

      3) 성공을 위한 10계명

      4) 스포츠트리이론

p301~31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코칭론

2. 강의목표

  - 스포츠기술

  - 스포츠연습

3. 강의 세부내용

  - 스포츠기술이란, 스포츠기술지도 및 연

습의 효과를 높이는 법칙, 지도기술, 여

러 가지 연습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3부 체육의 응용과학적 연구

   1장. 코칭론

    3. 스포츠기술

     1) 스포츠기술이란

     2) 스포츠기술의 지도

    4. 스포츠연습

     1) 연습의 효과를 높이는 법칙

     2) 지도기술

     3) 여러 가지 연습방법

p312~32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코칭론

2. 강의목표

  - 스포츠와 팀

3. 강의 세부내용

  - 팀의 본질, 팀조직의 철학, 팀조직의 방

제3부 체육의 응용과학적 연구

   1장. 코칭론

    5. 스포츠와 팀

     1) 팀의 본질

     2) 팀조직의 철학

     3) 팀조직의 방법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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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321~325

13

1

1. 강의주제

  - 트레이닝론

2. 강의목표

  - 트레이닝의 기본원리

3. 강의 세부내용

  - 트레이닝 처방의 기본개념, 기본원리, 

기본요소, 기본원칙, 방법의 분류, 트레

이닝을 위한 준비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정기과제물 부여

제3부 체육의 응용과학적 연구

   2장. 트레이닝론

    1. 트레이닝의 기본원  리

     1) 트레이닝 처방의 기본개념

     2) 트레이닝 처방의 기본원리

     3) 트레이닝 처방의 기본요소

     4) 트레이닝의 기본원칙

     5) 트레이닝의 방법의 분류

     6) 트레이닝을 위한 준비

p327~33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부여 : 본

인의 체육 자연·응용과

학 관심 학문 분야 조

사하시오.(한 과목)

2

1. 강의주제

  -트 레이닝론

2. 강의목표

  - 근력 및 근지구력 트레이닝

  - 순발력 트레이닝

3. 강의 세부내용

  - 근력과 근지구력의 개념, 근력향상을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의 변수, 근지구

력향상을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의 변

수 및 순발력의 개념, 순발력 향상을 

위한 각종 트레이닝의 변수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3부 체육의 응용과학적 연구

   2장. 트레이닝론

    2. 근력 및 근지구력트레이닝

     1) 근력과 근지구력의 개념

     2) 근력향상을 위한 웨이트 트

레이닝의 변수

     3) 근지구력 향상을 위한 웨이

트 트레이닝의 변수

    3. 순발력 트레이닝

     1) 순발력의 개념

     2) 순발력 향상을 위한 각종 트

레이닝의 변수

p335~34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트레이닝론

2. 강의목표

  - 전신지구력트레이닝

  - 유연성 트레이닝

3. 강의 세부내용

  - 전신지구력 개념, 전신지구력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 방법, 운동방법, 및 유

연성과 관절의 가동범위, 유연성 운동

의 원리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3부 체육의 응용과학적 연구

   2장. 트레이닝론

    4. 전신지구력트레이닝

     1) 전신지구력의 개념

     2) 전신지구력 향상을 위한 트

레이닝 방법

     3) 전신지구력 향상을 위한 운

동방법

    5. 유연성 트레이닝

     1) 유연성과 관절의 가동범위

     2) 유연성 운동의 원리

p343~35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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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측정평가론

2. 강의목표

  -측정평가 이론

3. 강의 세부내용

  -측정평가의 목적, 조건, 집중경향치, 분

산도, 정상분포, 상관도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3부 체육의 응용과학적 연구

   3장. 측정평가론

    1. 측정평가 이론

     1) 측정평가의 목적

     2) 측정평가의 조건

     3) 집중경향치

     4) 분산도

     5) 정상분포

     6) 상관도

p353~36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제출

2

1. 강의주제

  - 측정평가론

2. 강의목표

  - 체력의 측정과 평가

3. 강의 세부내용

  - 근력과 근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전신

지구력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3부 체육의 응용과학적 연구

   3장. 측정평가론

    2. 체력의 측정과 평가

     1) 근력과 근지구력

     2) 순발력

     3) 유연성

     4) 전신지구력 

p361~36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측정평가론

제3부 체육의 응용과학적 연구

   3장. 측정평가론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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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목표

  - 체성분의 측정과 평가

3. 강의 세부내용

  - 체질량지수, 피하지방의 두께, 노인의 

건강체력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3. 체성분의 측정과 평가

     1) 체질량지수

     2) 피하지방의 두께

     3) 노인의 건강체력

p36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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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말고사 - -

2 기말고사 - -

3 기말고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