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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102

courses.

한국무용입문 1-0-2

722.201A

Introduction to Korean Dance

우리나라 전통 춤의 본질을 사적 고찰하고 이론적 배경을 분
석한 후, 기본적인 전통 춤사위의 습득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진
다. 구체적으로 한국춤의 역사, 한국춤의 종류(궁중무용, 민속무
용, 의식무용, 가면무용, 신무용) 등이 포함되며 한국춤의 기본
움직임(들기, 감기, 엎기, 제치기)을 자연스럽게 익힌다.
This course studies the nature and the history of
Korean traditional dances, as well as their basic steps
and forms. Specifically, students will learn different types
of Korean dances such as court dance, folk dance, ritual
dance, and mask dance.
722.103

현대무용입문 1-0-2
Introduction to Modern Dance

현대무용 과목은 모두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대무용
입문은 그 첫 단계로서 일련의 현대무용1, 2, 3 단계를 위한
기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수업은 Body conditioning을 통
해 신체의 기능을 향상하고 다음 단계의 현대무용에 필요한 동
작기술을 익히는데 목적이 있다.
This course develops body functions through body
conditioning activities. It provides exercises of techniques
necessary for the advanced courses.
722.104

야외활동 1-0-2
Camping

본 수업은 야외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파악하여 이것을 교육활동으로서 활용함과 동시에 그 교육적인
효과를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인간성 함양을 수업의
목표로 한며, 야영을 통하여 자연 속에서 집단적, 자율적인 생
활을 함으로써 다수 속의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고 참된 협력과
공동의 생활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아영생활의 기술을 익히면
서 생활 전체의 모든 활동을 통해 체력과 정신력을 단련한다.
The course is designed to help understand the various
camping exercise in the perspective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e course is to promote educational effects
through cooperative and systematical measures. Through
camping, students are able to experience collective and
free life and a time to look over themselves objectively.
Skills of camping are also learned while physical and
mental strength are enhanced.
722.105

건강운동과학개론 3-3-0
Introduction to Health and Exercise
Science

건강증진과 관련한 운동과학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 강좌이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운동과학 전문가로부터 듣는
강의로서 학생들이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하기에 앞서 여러 유
용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an
understanding of significance of the exercise science related to health promotion. This course is also intended
to provide an unique opportunity for students who are
in the decision-making phase of their studies to test a
career choice through lectures from experts from different areas of science prior to completing professional

체육교육론 3-3-0
Principle of Physical Education

본 과목은 체육교육과 체육학을 이해하는데 바탕이 되는 기
초 개념 및 이론을 다룬다. 체육의 본질과 개념, 체육교육의 목
적과 방법, 체육학의 대상과 방법 및 하위 학문영역 전반에 걸
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한다. 특히 20세기 전반에 걸쳐 이루어
진 인간의 몸과 그 움직임에 대한 관점의 변화, 체육의 본질 및
개념 정의, 체육교육에서의 본질주의와 진보주의 그리고 체육의
학문화 운동의 과정에서 나타난 실증주의 경향과 비판 등을 중
심으로 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basic theories of physical
education. It covers such topics as the concepts and the
purposes of phsysical education and training. In addition,
the course discusses related theories of the 20th
century.
722.202A*

육상 1(트랙) 1-0-2
Track and Field 1 (Track)

육상경기는 모든 경기의 기본이 되는 스포츠로서 탁월한 기
술과 신체적 특성을 요구하는 다양한 종목을 포함하는 스포츠
이다. 육상1에서는 단거리 경기와 관련된 과학적인 이론과 트레
이닝 방법을 숙지시키며, 실제 연습을 통해서 스타트, 스타트대
시, 전력질주, 피니시 등의 기본 기능을 익히도록 한다. 또한
장애물 경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특히 허들경기에 필요한
과학적인 이론과 트레이닝 방법을 숙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다. 허들 경기의 경기규칙 및 단거리 달리기 기술 외에 부가적
으로 요구되는 허들넘기 동작의 기술을 익혀 실제 허들경기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Track can be said to be the basis in all sports, and
athletic skills and abilities are required for a good
performance. In this course, the scientific aspects and
theories for a long distance race are covered. Starting,
dash, full speed running, and finishing will also be
taught and practiced. And understand hurdle and specifically to learn scientific theories and training methods.
The students will improve skills of hurdling and
short-distance running which are additionally needed to
learn with rules of play.
722.203B*

기계체조 1(마루운동) 1-0-2
Gymnastics 1 (Floor Exercise)

마루운동은 맨손체조적인 운동으로 평균기, 정지기, 힘기, 튀
기기, 튀겨 일어나기, 물구나무서서 돌아뛰기 등을 연결하여 조
화롭고 리드미컬한 연기를 구성하는 종목이다. 본 강좌에서는
기본적인 체조의 특성을 바탕으로 구르기와 돌기의 기초기능을
통하여 매트운동에 대한 이해를 학습시키고자 한다. 기계체조에
대하여 전무한 상태에서도 아주 기초적인 동작부터 행하기 때
문에 별 어려움없이 실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한다.
Floor exercise, as a kind of gymnastics, is event which
consists of rhythmical and harmonic performance by connecting skills, such as balancing, stopping, jumping, kip
up and backward handspring from handstand snap-down.
Gymnastics 1 course is designed to understand mat exercise through learning fundamental function of roll and
spinning based on basic characteristics of gymnastics.
Without any experience of heavy gymnastics, students
will be able to perform these skills because of pract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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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구조는 “학점수-주당 강의시간-주당 실습시간”을 표시함. 한 학기는 15주로 구성됨. (The first number means “credits”; the second number means “lecture
hours” per week; and the final number means “laboratory hours” per week. 15 week make one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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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movements.
722.204*

수영 1 1-0-2
Swimming 1

본 과목은 평영을 배우고 싶어 하는 체육교육과 학생들을 위
한 과목으로서, 평영 기술의 학습을 통해 수상에서의 안전 기술
과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습의 초점은 수상에
서의 기술, 자신감, 지구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다 발전적
인 평영 영법의 학습에 있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techniques of breaststroke.
It also discusses related safety issues.
722.205A

체육사⋅철학 3-3-0
History and philosophy of Physical
Education

이 과목에서는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체육의 역사를
시대별로 소개하고, 각 시대와 문화에 따른 체육의 발전모습을
설명함으로써 현재의 체육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단하도록 한
다. 이를 통해 미래의 체육에 대한 인식과 성찰을 갖도록 한다.
또한 동서양의 체육의 발전과정을 비교하여 체육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드러나도록 한다.
This course studies the history of sports at home and
abroad, focusing on the issues of contemporary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It also examines the general and
special characteristics of sports through the comparing
their developments in the East and the West.
722.206A*

육상 2(필드) 1-0-2
Track and Field 2 (Field)

<육상 2(필드)>에서는 도약경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특히 높이뛰기와 관련된 과학적인 이론과 트레이닝 방법을 숙
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높이뛰기 유형별 동작들을 익히고,
도움닫기, 발구르기, 공중동작, 착지 등 일련의 동작을 익혀 실
제 경기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투척경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특히 원반던지기와 관련된 과학적인 이
론과 트레이닝 방법을 숙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반던지
기의 경기규칙 및 기본동작, 턴동작, 던지기 동작 등 단계별 기
술들을 익혀 실제 경기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한다.
<Track and field sport 2 (Field)> is designed to understand jumping and especially to study scientific theories and training methods. Students will enhance the
ability to apply these movements on competition by
practicing skills, such as run-up, jump, action in the air,
and landing. In addition, this course is designed to understand throw sport, especially scientific theories and
training methods related with a disc throw. The rules
and skills (basic, turning, and throwing movements) of a
disc throw will be learned and practiced, so that students will be able to apply these skills in competitive
situation.
722.207B*

기계체조 2(뜀틀⋅철봉) 1-0-2
Gymnastics 2 (Vaulting Horse and Bar)

뜀틀운동은 도움닫기, 점프(발구름), 공중동작, 착지의 네 단
계로 구분한다. 이러한 네 가지는 모두 일체적인 것으로 제 각
기의 동작을 물리적인 인과관계에 의해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도움닫기는 발구름에 영향을 주고 발구름은 도약을 결
정짓고 도약에 의한 공중자세는 착지하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기계체조 강좌는 위의 네 가지 기본적인 형태를 가
지고 그 중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되는 발구름 동작을 실행함에
의하여 핸드스프링 동작을 완성할 수 있는 단계까지 아무런 어
려움 없이 수행할 수가 있을 것이며, 또한 <체조 1> 강좌에서
행하였던 기본동작을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시간으로 구
성한다. 그리고 철봉운동은 두 가지 기본형태로 나눌 수 있는
데, 그 하나는 힘을 뺀 상태에서 매달려 행하는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버티기의 형태로 철봉을 회전하는 지지 회전계의 기이
다. 연기는 정지 없이 앞, 뒤 휘돌리기와 앞과 뒤, 정면 어깨
틀어 휘돌리기와 같은 변화 기를 가지며 구성되는 종목이다. 본
강좌는 철봉의 기본 기, 흔들기를 중점적으로, 차오르기, 흔들
어 오르기, 배떼고 돌기 등의 기초기능을 학습하는데 역점을 두
고, <체조 1>에서 배운 과정을 복습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
한다.
A vaulting horse has 4 steps, which are run-up jump,
action in the air, and landing. These 4 steps are integrated with each movement (step) through physical
cause-effect relationship. For instance, run-up has an effect on jump, and jump has an effect on action in the
air, action in the air has effect on landing. This course
has students perform the step of hand-spring movement
without difficulty by practicing jumping along with above
4 basic forms. In addition, students will repeat movements they learned in Gymnastics.
And, Bar sport is divided into two basic forms, one is
exercise by hanging without force and the other is spinning bar with form of lay-away. routine is consisted of
front-back turn without stopping and front-back shoulder
twisted turn. This course emphasized on studying basic
skills, such as swing, kip, back up rise, and backward
hip circle and practicing what students learned at
Gymnastics.
722.208

빙상 1-0-2
Skating

<빙상> 과목은 동계 방학 기간 중에 집중 수업의 형태로 이
루어지며, 스케이팅의 특성과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스피드 스
케이팅의 기본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위세를 보이고 있는 쇼트트랙 종목의 기초
기술과 그 원리도 수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교수내
용으로는 자세연습, 직선활주, 곡선활주, 팔동작, 출발, 훈련방
법 등을 포함한다. 특히 이 과목은 겨울방학동안 집중수업으로
진행되어 진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principles and basic skills
of speed skating. It practices such skills keeping the balances, straight figures, curve figures, and arm actions.
722.210A

여가레크리에이션 2-2-0
Leisure Recreation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현대생활에서의 증가하는 여가시
간에 대비한 레크리에이션의 의의, 필요성, 형태에 대하여 개론
적으로 교수한다. 구체적인 교수내용으로는 레크리에이션의 개
념, 가치, 목적 등과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실제
활동 등이 포함된다.
This course studies the significance and the concepts
of recreation. It enables students to acquire ncessary
skills and knowledge about various forms of re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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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212

cludes both the knowledge on basic theory and the
practice in the real life situation. In the course, students
experience the simulated situation that may occur in
sport and exercise practice and investigate how to approach to information and how to collect and analyze
the collected information. Students also have an opportunity to use various statistical methods and computer
programs to practice the real life situation.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learn methods of constructing information collection system in various environments,
sports game records collection and analysis, management
and analysis of information from sport industry, and
physical performancerelated information collection and
analysis in school physical education system.

수영 2 1-0-2
Swimming 2

본 과목은 자유형을 배우고 싶어 하는 체육교육과 학생들을
위한 과목으로서, 자유형 기술을 습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
습의 초점은 수상에서의 기술, 자신감, 지구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다 발전적인 자유형 영법을 학습하는 데에 있다.
This course practices the skills of crawl swimming,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better stroke techniques.
722.225A

특별활동 1-0-2
Sport Activity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 대한 일인 일기 습득을 중심으로 체육
과학 이론과 체육활동의 개인적⋅사회적 문제 등을 개론적으로
교수한다. 즉, 대학 졸업 후 평생 체육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삶
의 질을 높이고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레저 및 스포
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활동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사
회문화적 현상이나 체육활동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 등을 집중
적으로 논의한다.
This course teaches generally the theory of sports science and the issues regarding individual/social physical
activities. It emphasizes on how physical activity can improve the physiological aspect of a person. The efficiency and the results that appear due to the emphasizing of physical activity will be discussed thoroughly.
722.230B

체육측정평가 2-2-0
Measurement
Education

and Evaluation of

physical

스포츠 정보분석은 스포츠 현장과 체육현장에서 나타나는 현
상을 정보화하여 체계적으로 분류,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과목은 과거의 측정 및 평가의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정보분석
의 목적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 목적에 따라서 정보를 선택, 수
집하고 관리하며 최종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위
해서는 측정 및 평가 분야에서 논의되는 타당도와 신뢰도의 개
념 뿐 아니라 정보를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및 다양한
분석기법으로 정보를 요약, 분석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을 필요
로 한다. 본 과목의 내용은 앞에 나열된 내용 구성요소들의 기
초 이론과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습을 포함한다.
체육 및 스포츠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고 이
상황에서 다양한 정보분석의 예시를 포함하며 학생들은 정보분석
에 필요한 자료정리와 기초통계 기법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
습하는 기회를 가진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하여 각 분야에서의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경기기록 및 관련 자료의 정보화 및 분
석, 스포츠 산업현장에서의 정보 수집과 중요정보 선택 및 분
석, 체육 현장에서의 운동수행 관련 정보 수집, 분류, 평가 및
이용 등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Sport informatics is an area that studies measuring,
categorizing and analyzing phenomena that occur in
sport and exercise world. This course is an extension of
traditional measurement and evaluation, and applied statistics course. Students learn how to set the purpose of
information analysis, how to select, collect, categorize
and analyze information based on various purpose of information management. To accomplish this, students are
required to learn some basic measurement theory including measurement scale, validity and reliability theory,
and data management and analysis skills. This course in-

722.238A

농구 1-0-2
Basketball

농구 과목은 농구의 기초 기술(패스, 드리블, 슛, 풋워크 등)
과 경기 전술(속공법, 지공법, 대인방어, 지역방어 등) 등의 다
양한 실기 기능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수업에
서는 심판법과 최근에 개정된 경기 규칙, 그리고 체계적인 트레
이닝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는 데에 도움
을 주고자 한다. 또한 스포츠맨십과 팀 정신의 중요성을 인식시
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learn basic skills like
passing, dribbling, shooting, and footwork as well asl
game strategies like fast break offense, formation offense, man to man defense, and zone defense. By providing chances to learn judgment rules, recently revised
game rules, and training methods, this course helps one
to be come a well-rounded player. Team spirit and leadership are additional acquirements developed through
this course.
722.239A

배구 1-0-2
Volleyball

배구는 레크레이션 경기로서 누구나 손쉽게 행할 수 있는 종
목 중의 하나이다. 다른 구기 종목과 비교하여 배구의 특성을
이해하고, 실제 경기를 통해 협동심, 책임감, 예의를 함양하도
록 하며 규칙을 지키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올바른 사회성을 기
르도록 한다. 구체적인 교수내용으로는 경기의 개요(배구의 역
사)와 서브, 리시브, 토스, 패스 등의 기초기능, 팀플레이의 향
상을 위한 효율적인 서브 리시브, 스파이크 리시브, 공격 형태
등의 응용 기능, 그리고 경기방법 및 경기규칙, 지도법, 심판법
등이 포함된다.
Volleyball is one of the sports that can be practiced
by anyone. Other than the skills needed, the rules, responsibilities, and manners will be taught through the actual practicing of games. We will practice basic skills
(game summary, serve, receive, toss, pass), practical
skills (effective serve receiving, spike receiving, attacking
formation), game rule, teaching skills, refereeing, and
methods.
722.240A

축구 1-0-2
Soccer

이 과목에서는 패스, 드리블, 킥, 트래핑과 같은 축구의 기본
기술을 연습하며 이러한 기본기술을 연습하며 이러한 기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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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술을 익혀 축구경기를 할 때 효과적이며
흥미롭게 축구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
한 축구에 관련된 사건, 일화 및 과학적 원리도 소개하여 축구
를 보다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training basic skills like pass,
dribble. and kick. This basic training will familiarize students with various strategies, thus enabling them to play
efficiently in actual games. Also, this course provides
soccer-related events and scientific information. This
course will increase the pleasure of playing soccer.
722.241A

한국무용 1-0-2
Korean Dance

우리나라 전통춤의 본질을 사적 고찰하고 이론적 배경을 분
석한 후, 대표적인 전통 춤사위의 습득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진
다. 본 수업에서는 다양한 우리나라의 민속무용 가운데 주로 살
풀이를 다루게 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로 지정된 살풀이
춤은 멋과 흥, 한(限) 등이 고루 나타나는 춤으로 그 예술적 가
치가 매우 높아 한국 전통춤의 백미라 할 수 있다.
The essence and history of the Korean dance will be
studied, and the different types of Korean dance will be
studied and practiced. The basic steps and forms will be
practiced. In this class, we treat mainly salpuli, invisible
cultural properties No 97, in various Korean dance.
Salpuli is the best traditional dance of Korea that represent charming, excitement, gruding.
722.242A

운동학습 및 심리 3-2-2
Motor Learning and psychology

스포츠 장면에서의 인간행동을 분석, 이해하고 예언하며, 통
제하는 과학으로서 스포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방법
의 원리와 기술을 제공하려는 학문이다. 연구영역은 성격, 동
기, 불안 등 개인이 지닌 심리적 요인과 집단응집, 리더십, 사
회적 촉진 등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
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스포츠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가를 탐구하려 경기력의 극대화를 위한 방법을 탐색하고
개발하는 심리학자로서의 기초적 소양을 제공한다. 또한, 운동
학습 영역은 운동기술의 특성과 운동학습의 과정에 따른 운동
학습 모형을 탐색하고, 다양한 운동학습 유형에 적합한 운동기
술의 획득과정을 다루는 영역으로 운동학습 단계의 특성 및 운
동기술의 연습방법, 피드백과 운동학습과의 관계, 운동기술의
학습에 있어서 전이의 원리와 기능 등을 다룬다.
We will study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at occur in sports scenes. These characteristics will be considered withdifference in personalities, and studied from the
point of view of a psychologist. This course provides informationon obtaining sport skill-related feedback and
motorcontrol. We will also study the principle and capacity in practicing sports skills. The methods of practicing different skills will be also covered in this course.
722.243A

교육무용 1-0-2

inner and elements around body. Through a dance
movement cognition of expressive desire, body movement, natural rhythm and space is expected to improve
communication between inner and outer elements
around body.
722.244A

Health Education

이 과목에서는 건강증진 및 건강교육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
다. 건강증진에 대한 부분에서는 건강에 대한 개념 이해와 흡
연, 음주, 스트레스와 같은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현대인들에게서 발생하기 쉬운 당뇨병, 비만과 같은 성인병에
대해 알아보고, 건강교육에 대한 부분에서는 건강증진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
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lecture prioritizes health improvement education.
In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we will learn about
the harm of like smoking, drinking, and stress. In the
latter part of the semester, we will take various approaches towards good health. The ultimate goal is to
motivate students to create exercise programs and care
for their health.
722.247A

무용교육 2-2-0
Dance Education

이 과목은 무용의 의미, 무요의 표현형식과 리듬, 무용표현과
추상적 운동, 무용 감상, 예술신체론, 무용교육, 무용과 음악, 무
용요법, 한국무용사와 서양무용사, 현대에 있어서의 무용, 무용과
인류학 등의 주제들을 통한 무용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목적으
로 한다.
This course provides a general understanding of dance
through studies about the meaning of dance, expression
forms and rhythm, expression and abstract movement,
dancing body, and music. This course also discusses issues related to dance therapy, Korean and Western
dance history, and the relation between dance and
anthropology.
722.248

무용장단 1-0-2
Rhythm of Dance

우리나라 전통춤에서 연주되는 반주음악에 대해 이해하고 실
제로 악기를 다룬다. 한국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단인 굿
거리, 그리고 염불,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등의
기본 소리를 익히고 실제로 장구, 북을 치며 장단을 익힌다.
The instruments used in making music for Korea’s traditional dances will be studied in this course. The gutguri, yeumbull, jinyangjo, joongjoognmori, jajinmori are
main areas of interest. We will also practice the changu
(Korean drum).
722.249

Educational Dance

교육무용은 신체와 관련된 내, 외적 요소를 이용한 자기탐구
를 목적으로 한다. 무용의 움직임을 이용한 자신의 표현욕구,
신체의 움직임, 자연적 리듬, 공간의 인식으로 신체 내⋅외적
요소들의 상호소통을 기대한다.
Educational Dance is aiming for Self-Mirroring through

건강교육 2-2-0

기능해부학 3-2-2
Functional Anatomy

이 과목에서는 인체의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움직임 기능
의 이해와 활용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머리, 팔,
다리, 몸통 등 각 기관의 명칭 및 움직임뿐 아니라 인체를 이루
고 있는 뼈, 근육 및 신경에 대해서도 학습하게 된다. 또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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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통해 강의시간에 배운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도록 하며 현
장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This lecture focuses on practival anatomical ways to
examine the movements of all organs in the human
body. The movement of bones, muscles, and nerves will
be studied. Practice sessions will familiarize students with
anatomy and aims at the utilization of anatomy in actual
sport games.

playing and teaching table tennis. The skills will be divided into offensive and defensive. For the offensive
skills, drive, cut, smash will be taught. For the defensive
skills, lobbing, cut will be taught. We will also learn
skills that can be used in different game situations.
722.258A

테니스 1-0-2
Tennis

722.250A

현대무용 1-0-2
Modern Dance

발레에 대한 반발로 생긴 현대무용은 형식의 정형화에서 탈
피해 자유로운 표현이 주가 되는 움직임이다. 이 수업에서는 학
생들 스스로 자기의 내적감정을 동작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표
현할 줄 아는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또한 좋은 현
대무용 공연을 보면서 현재의 무용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
를 파악한다.
Born as a contradiction to ballet, modern dance is a
movement in which free expressions take up the most
part. The purpose of this class is to help students develop their ability to express their inner-most feelings
through the medium called dance. At the same time, by
spectating modern dance performance, acknowledge the
development of modern dance today.
722.253

722.259A

본 과목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태권도 소개, 급소
와 급소 공격, 실질적이고 적용성 있는 기술, 다른 무도와의 유
사점, 차이점, 무도의 개념적 이해와 철학적 원리.
This program will include: (1) an introduction to the
martial arts; (2) attacking the vital points; practical application of self-defense techniques; and (3) an examination of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martial arts
and the philosophy behind the martial arts.
무용사 2-2-0

체력육성 1-0-2
Physical Fitness Training

태권도 1-0-2
Taekwondo

722.255

테니스의 기초 기술 그립, 준비자세, 그라운드 스트록, 볼리,
스매쉬, 서브 동작을 익힌다. 기초기술 학습 후에 경기기술을
복식경기 위주로 익힌다.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차후 테니스 실기 지도자의 입
장에서 학습할 것을 강조하고, 각종 기초 기술 및 경기 전략의 원
리와 이유를 이해한다. 경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에티켓과 인간
관계를 다룬다.
This is a physical activity class designed to develop
tennis skills including, the grip, ready posture, ground
stroke, volley, smash, and serve. We will practice tactics
for tennis doubles. This course emphasizes the principles
and logic of various basic skills and game tactics. We
will also improve tennis etiquette between teammates
and opponents.

이 과목에서는 체력육성의 과학적 지식과 운동방법을 숙지하
여 그 가치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준다. 나아
가 비만이나 성인병 그리고 건강한 삶의 태도 등과 운동의 관
련성을 부각시킴으로써 평생토록 중요한 것이 운동임을 인식하
고 주지시켜 체력운동을 생활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올바른 운
동방법에 따라 매주 실시하는 체력운동으로 변화되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체험시킨다.
This course is centered on methods of fitness training
and on the value of effective training methods.
Furthermore, this course also enables students to recognize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benefits of exercise
in its role to maintain a healthy lifestyle, to reduce
weight, to prevent illness, and to promote longevity.

History of Dance

이 과목에서는 고대 인류 문명과 함께 시작된 무용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고찰한다. 르네상스시대 이후 20세기에 이르는 전
반적인 서양무용사와 한국의 무용사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This course provides a historical review of dance. We
will focus on the post-Renaissance to 20th century
Western dance history. We will also study the history of
Korean dance.
722.257A

탁구 1-0-2
Table Tennis

탁구의 기본 기능을 기초로 하여 응용기술과 탁구의 지도방
법을 익히도록 한다. 스트로크, 리시브, 스매시, 서어브 등의 다
양한 고난도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며 다양한 공격과 수비 전술
을 익히게 한다. 강의의 세부내용으로 공격 기술(연속타, 드라이
브, 컷투, 스매시에 의한 연속타), 수비전술(로빙, 컷트),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득점할 수 잇는 경기 전술, 민첩성과 순발력 배
양 등을 지도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basic skills needed for

722.260

스포츠경영학 2-2-0
Sport Management

인간성 향상과 풍요한 커뮤니티 공간의 창출에 이바지하는
스포츠가 가진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한 관련 자원
의 합리적 활용에 관련된 이론을 탐구한다. 즉 스포츠 사업 조
직체(학교, 공공기관, 사회체육단체, 스포츠센터 등)을 하나의
경영체로 보고 그 경영체가 행하는 활동을 경영 활동으로 인식
하여 스포츠 사업을 계획, 조직, 통제,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연구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administrative issues that
are related with sports. Athletic organizations that will be
discussed include schools, public facilities, and sports
centers.
722.261

한국체육사 2-2-0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in Korea

한국 체육의 발전과정에 대해 개략적인 이해를 하고,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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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가 성립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전통체육과 근대체육, 무
예와 민속놀이 그리고 특정 스포츠와 주제에 대한 쟁점들을 다
룬다. 동시에 수강생들이 개인적으로 전공하고자하는 분야나 관
심이 높은 특정주제에 대하여 역사적 자료를 탐색하고 그 의미
를 고찰한다.
Students are expected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diverse methods taught in this course on the history
of Korean pysical education. Also, they should deepen
their knowledge in specific research methods needed for
specialization in their own sub-areas. The course topics
include identification of a research problem, research design, and quantitative/qualitative research methods.
722.262

전통무예 1-0-2
Traditional Martial Arts

그동안 제도권에서 소외되어 왔던 전통무예는 ‘전통무예진흥
법’의 설립과 함께 제도적 기반 속에서 정체성 확립과 함께 그
위상확립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국내에서 자생되
어 체계화되었거나 외국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
형화된‘전통무예’의 이론과 실기를 익힘으로써 전통적인 신체문
화의 체험을 통해 강인하고 건강한 기상으로 참된 삶을 향유했
던 선조들의 지혜에 한 발짝 다가서고자 한다.
In the meantime, traditional martial-arts were neglected institutionally. But, recently traditional martial-arts
began to be focuss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law
of traditional martial-arts promotion’. In this course, students are expected to understand about korean traditional body-culture and life through learning about martial-arts theory and practice.
722.263

요트 1-0-2
Yacht

요트는 수상스포츠의 대중화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레져스포츠이다. 요트는 갑판이 없는 작은 무
갑판주정부터 호화로운 대형범선까지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
다. 요트의 종류 및 구조를 알고, 그 추진원리를 이해하도록 학
습하며, 나아가 다양한 범주법을 익히도록 하는 수업입니다.
Yacht is Koreas favorite leisure sport since the popularization of aquatics. From “non-decker” yachts to large
Lu- xurious vessels, there are many kinds of yachts in
the world. The course focuses on the types and structure organizations of the yacht, while sailing techniques
are also studied.
722.264

their body and mind right. In addition, students can realize the flavor of Korean physical education through
play Gukgung (Korean Archery).
722.300

Water Safety & First Aid

경미한 부상도 적합한 안전조치 혹은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우 큰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어떠한
신체적 손상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을 찾아야만 한다. 하지만,
수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생활환경과 임상기계가 부족
한 환경들은 응급 환자들을 전문가에서 바로 데려갈 수 없도록
한다. 그러므로, 본 과목은 이러한 사고들에 대비하기 위해 응
급조치를 배우고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 minor injury can lead to a serious harm crisis without
an appropriate safety measures and/or first-aid treatment.
Incidents of bodily harm requires the treatment of a
specialist. However, there are numerous incidents when
we are in a situation that lacks nearby clinical facilities.
Therefore, it is vital to learn first-aid in case of emergency
situations.

722.301

한국의 대표적인 무예이자 장기였던 국궁에 대해 그 역사와
특성, 전통적 용구의 사용법 등에 관한 개괄적인 지식을 교수한
다. 아울러, 현대 국궁경기의 규칙에 따라 국궁을 즐길 수 있도
록 함으로써, 기초 체력은 물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도
록 한다. 또한, 이러한 국궁 수련을 통해 전통적인 한국 체육의
멋을 느끼게 한다.
Students will study about Gukgung (Korean Archery)
which called Korea’s representative martial-arts and special skill. This course include the history and traditional
characteristics of Korean Archery. Also, students can enjoy Gukgung according to the modern rules, so they can
not only increase basic physical strength but also control

운동생리학 3-2-2
Exercise Physiology

이 과목에서는 생물학적 조절체계, 생체에너지학, 운동시 대
사작용, 운동 중 내분비계의 기능, 일⋅파워, 그리고 에너지 소
비량을 측정하는 방법, 운동 중 근신경 기능, 운동에 반응하는
심폐계, 체온조절, 그리고 지구력 훈련이 신체의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운동생리학을 토대로 체력과 경기력
향상에 중점을 두며, 특히 건강 과 관련된 체력을 유지하기 위
한 운동 프로그램과 엘리트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주로 다룬다.
This course concerns the biological control system, bioenergetics, metabolism, endocrine system function,
techniques measurement of work power⋅energy expenditure, neuromuscular function, cardiopulmonary, temperature regulation in exercise, and how the endurance
training have an effect on various organ of the body in
exercise. This course also are devoted improving one’s
fitness performance using basic physiological principles.
We especially focus on health concerns for exercise programs tailored to improve an elite athlete’s performance.
722.303A

평생스포츠 1-0-2
Lifetime Sports

국궁 1-0-2
Korea Archery

수상안전 및 구급법 1-0-2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 대한 일인 일기 습득을 중심으로 체육
과학 이론과 체육활동의 개인적 사회적 문제 등을 개론적으로
교수한다. 즉, 대학 졸업 후 평생 체육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삶
의 질을 높이고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레저 및 스포
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활동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사
회문화적 현상이나 체육활동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 등을 집중
적으로 논의한다.
This course teaches generally the theory of sports science and the issues regarding individual/social physical
activities. It emphasizes on how physical activity can improve the physiological aspect of a person. The efficiency and the results that appear due to the emphasizing of physical activity will be discussed thoroug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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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307A*

스포츠교육학 3-3-0
Sports Pedagogy

체육교육과정이란 학교의 합리적인 계획과 교사의 체계적인
지도아래 이루어지는 학습자의 체육학습경험의 총체로서, 그 세
부 내용으로는 체육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에 관한 문제
를 다루며 이를 통합하여 모형으로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초점
을 둔다.
The curriculum of this physical education includes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through well-organized lesson
plans. This course emphasizes the development of new
models and its application.
722.311

수영 3 1-0-2
Swimming 3

본 과목은 평형이나 자유형에 숙달되고 배영과 접영 등의 다
른 영법을 익히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목이다. 따라서 자유
형과 배영의 기능을 보다 진보시키면서 지구력을 배양하는 것
이 첫 번째 목표이며, 지도법 및 배영과 접영의 기능을 습득하
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이다.
This course is designed for students who have a good
command of the crawl or breast stroke and wishes to
improve their strokes (backstroke and butterfly). The improvement of stroke techniques and development of endurance on the crawl and breaststroke will be the first
goal of the class. The second goal is to learn teaching
methods and learn the breaststroke and butterfly.
722.318

핸드볼 1-0-2

concern a well-balanced diet. We will also study how energy is created through regulated consumption and how
this energy is dispersed. Through this course, we will
explore how sports dietetics encourages the development
of a healthy diet that will enhance one’s physical
performance.
722.328

Hockey

(1) 하키경기의 역사와 경기방법을 이해하고 기초 기술 및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경기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
른다.
(2) 하키경기에 필요한 체력, 팀 전술, 경기 상황 판단 능력,
포지션별 임무 등을 연구하여 배우는 학생이 개인의 기
술과 경기력을 효율적으로 발휘 할 수 있도록 한다.
(3) 한국의 하키 수준이 세계 정상이나 하키의 저변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어 하키 수업을 통하여 경기력, 지도력,
지도자의 자질을 키우도록 한다.
This course on hockey develops one’s ability to play
games through an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hockey and maximizing one’s game skills. Students will exercise their individual skills to perfect their ability to play
games. We will study areas related to physical strength,
team strategy, and decision making under game
situations. The ultimate goal of this course is to enable
students to developleadership to elevate Korea’s status
in international hockey competitions and train beginning
players.
722.329

Handball

본 과목은 단체 경기인 핸드볼의 기초를 가르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학생들에게 핸드볼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들을 소개한다. 여기에는 기초기술(패스, 캐치, 슛, 드리블
등), 응용기술(페인트, 블로킹 등)과 전술기술(공격범, 수비법
등) 및 경기방법, 규칙 등을 포함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fundamentals of team
handball. Students will have opportunities to increase
their team handball knowledge and skills. This course includes basic individual skills (pass, catch, shooting, dribbling etc.), applied skills (fainting, blocking etc.), strategy
skills (team offence and defense etc.), and game skills.

하키 1-0-2

스포츠사회학 2-2-0
Sport Sociology

본 과목은 게임현상 및 제도화된 게임으로서의 스포츠에 대
한 개념을 이해하고, 사회제도로서의 스포츠를 이해한다. 또한,
사회참여형태로서의 스포츠를 이해하며, 사회현상으로서의 스포
츠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This course provides an understanding on the notion
of sports as a organized game and the game
phenomenon.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notion of sports as a social phenomenon.
722.333

발레 1-0-2
Ballet

722.321A

운동생화학 및 영양학 2-2-0
Exercise Biochemistry and Nutrition

운동영양학의 학습은 개개인이 특별한 신체적 활동을 수행하
는데 알맞은 영양소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영양물의 기초지식과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며, 다양한 신체적 활동에 적합한 다
양한 음식물의 질과 양, 그리고 적절한 소비를 통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생성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즉, 운동영양학은 신
체적 활동에 대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건강한 식이요법을 발
전시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The study of sports dietetics involves suggesting a
suitable diet to an individual in order to maximize one’s
physical activity. In this course, we will begin with an
acquisition of a basic knowledge of nutrition, vitamins,
and minerals. We will further our studies to areas that

발레는 기본수업과 실제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수업은 Barre, Center를 포함하는 전통적인 발레수업으로 매
시간 진행되며, 한 학기 동안 수강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몇 개
의 레파토리를 통해 실제를 익힌다.
This ballet course is a basic class that includes traditional barre and center for every class. Throughout the
semester, students will practice several repertories according to the level of each individual.
722.336

양궁 1-0-2
Archery

양궁의 역사와 양궁경기의 특성, 용구의 사용법 등에 관한
개괄적인 지식을 교수하고, 개인차에 따라 운동량을 조절하여
규칙적으로 양궁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의와 인내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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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초 체력과 바른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수
법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목표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배
양하도록 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tudy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archery. Individuals will regularly practice their mastery of the sport. We will not only practice
posture and manners but also increase basic physical
strength throughout the semester. Moreover, we will
study teaching methods (pedagogy) and professional
skills.
722.337

럭비 1-0-2
Rugby Football

경기규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경기에 필요한 carrying,
passing, kicking, grounding을 숙달시킴으로써 지도자로서 갖
추어야 할 역량을 학습시키는 것이 수업의 목적이다. 스포츠 정
신에 입각한 fair play 정신을 함양시키는 것 또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lies in teaching the students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rugby. We will practive game skills such as carrying, passing, kicking, and
grounding. This course also helps students to be able to
teach the rugby and cultivate the spirit of fair play.
722.339

722.346

춤의 본질을 살피고 타 예술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삶으로서의
춤, 예술로서의 춤을 인식한다. 특히 춤과 예술의 변천, 정치, 경
제, 사회 구조와 예술의 관계를 고찰함과 동시에 창작과정을 통하
여 실제로 실천하는 춤을 경험함으로써 춤예술 전반을 이해하고자
한다.
Acquiring an understanding of the essence of dance is
the main objective of this course. We will compare
dance with other forms of art. We will alayze its influence on different aspects of society such as economy
and politics. This course studies the procedure of creating of dance and includes practice sessions.

유도 1-0-2

본 과목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전통 무술
인 유도를 익힘으로써, 일상생활 가운데 뒤따르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본 수업은 호신술의 기본자세와 기본동작, 호신술의 응용동작과
기술을 접목한 기술터득, 기술발표, 시청각교육으로 진행된다.
This judo course teaches basic skills and stance that
can be used in acts of self-defense. Applied movements
and skills will be to be taught in the class.

722.350A

운동역학 3-2-2

인체의 움직임과 관련된 역학적 요인의 기본개념을 강의와
실험을 통해 이해한다. 특히 그 요인들과 운동과의 관계를 동작
의 효율성 및 안전성 증진의 관점에서 다룬다. 인체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요인은 크게 인체의 구조적 특징과 기능, 인체의 물리
적 특성과 운동, 인체에 작용하는 힘의 조절로 구분하고 그 모
든 요인을 인체 동작의 역학적 법칙으로 통합한다.
The lectures and laboratory sessions of this course will
present fundamental concepts of human movement. The
variables of human movement, efficiency, and safety will
be discussed in this course. The curriculum includes the
anatomy, structure, and functions of the human musculoskeletal system of human body. We will also study the
control of forces applied during movement, body motion
produced due to structural and environmental constrains,
and dynamic kinetics.
스포츠정책 2-2-0

기본기술 및 응용기술, 경기를 위한 전술 등을 학습하여 보
다 숙달된 기술과 지도법을 갖추는 것이 목적이다. 다양한 상황
에서 서브 및 리시브 방법, 포핸드 스트로크와 백핸드 스트로
크, 오버헤드 스트로크 등을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
울 수 있도록 지도한다.
Basic and advanced badminton skills will practiced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be required to perform different skills such as the forehand stroke, backhand stroke
and overhead stroke. This course deals with skills for receiving and serving, as well as instruction techniques.
722.351A

스키 1-0-2
Skiing

동계 스포츠의 대표적인 종목인 스키의 기술을 능숙하게 구
사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프르그 보겐, 페러렐, 웨더링 등의 기
술들의 지도법을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다.
Ski skills required for a good performance will be in
this course.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enable students to perform skills such as pflug bogen, parallel, and
wedering.
722.353A

Sports Policy

이 강의는 사회체육의 제현상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정의, 개

배드민턴 1-0-2
Badminton

Sport Biomechanics

722.343A

무용창작론 2-2-0
Theory of Creative Dancing

Judo

722.341

념 그리고 사회체육의 본질적 정체를 밝히는 관련 사실이나 지
식을 통하여 사회체육의 이해를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사회체육의 본질, 유사개념, 참가요인 및 사회체육과 노
동의 관계를 고찰하고, 사회체육의 주요 영역인 지역사회, 상업
체육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사회체육의 핵심 구성 요소인
시설, 지도자, 행정 조직 및 정책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미래
사회에서의 사회체육의 역할 및 기능을 조망해 본다.
This course explains the factors related to mass
sports. Th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mass sport will
be analyzed through this course. We will study the essence and general idea of mass spoarts. We will also
discuss the relation between mass sports and the local
community and commercial sports. This course will provide a vision of the future of mass sports.

윈드서핑 1-0-2
Wind Surfing

수상스포츠는 물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으로서 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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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스쿠버, 카누, 조정, 윈드서핑 등의 종목으로 편성되어 있
다. 본 수업은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의 종류와 개념을 이
해하고 수상스포츠에 사용되는 각 장비의 사용법과 운용방법을
익힘으로써 수상레저 및 스포츠활동의 이론과 실기능력을 배양
할 수 있도록 한다.
Water sports consist of activities such as yachting,
canoing, boat racing, and wind surfing. This course provides an understanding of various water sports as well
as methods related to the usage of each equipment.
This course combines theory and practical technique
aimed to enhance one’s enjoyment of water sports.

등 건강 관련 체력의 측정과 평가를 포함하며 비만 등 다양한
만성질환을 고려한 건강운동과학의 이론 - 실습 강의가 제공된
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students to put theory into practice through relevant experiments. Topics include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health and fitness such as muscular strength, flexibility,
and cardiorespiratory capacity. particular attention is also
placed upon dealing with the health issues including
obesity and other modern chronic diseases.
722.400

722.354

댄스스포츠 1-0-2

Physical education for the Disabled

Dance Sports

왈츠, 탱고, 자이브, 차차차, 품바, 삼바, 브르스 등 정통 댄
스 및 모던 댄스를 춤출 때의 예절과 함께 지도한다. 서로 상대
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신도 즐기면서 즐거운 사귐의 기회를 만
드는 데 협력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한다. 또한 학습을
통하여 댄스의 기본 기능을 터득하도록 하여 댄스를 통한 사교
성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the techniques of
dance sports including waltz, jive, cha-cha, foxtrot, polka, rumba, samba, and swing as well as dance
etiquette. They will learn to respect and cooperate with
partners. By dancing, students will improve their physicall fitness and sociability.

이 강좌에서는 특수체육에 대한 정의를 비롯하여 역사, 관련
법령, 통합체육 등 개론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장
애 유형별 분류 및 행동특성을 파악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프로그램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This course consists of the definition, history, laws,
and administration of adapted physical education. This
class enables students to classify disability types and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characteristic behaviors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encourage students to apply their knowledge to adapted
physical programs.
722.401A*

722.355

택견 1-0-2

택견은 한국의 전통 무술이자 민속놀이이다. 특히, 대한민국
의 중요무형문화재 제 76호로 등록되어 있는 택견은 독특한 리
듬의 발놀림과, 다양한 기술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이 흥
미롭게 배울 수 있다.
Taekyun is Korean traditional and folk martial art.
Espe- cially, Taekyun is registered as an intangible cultural asset #76 in Korea. Taekyun consists of steps with
unique rhythms and various skills. therefore, students
can learn about this martial art with enjoyment.
운동발달 2-2-0
Motor Development

본 강좌는 운동발달(Motor Development)의 다양한 이론을
통하여 전 생애에 걸친 인간운동발달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
고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실습을 통하여 현장 적용
방법에 대해 경험하고 더 나아가 건강과 평생 운동을 위한 체
육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습득하게 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concepts and principles of motor development across lifespan. The objectives of this
course are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motor development and to become motor development experts.
722.357

건강운동실험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
Study of Physical Education Teaching
Materials and Method of Guidance

Taekyon

722.356

특수체육 2-2-0

2-0-4

Health and Exercise Science with
Laboratory

건강증진과 관련한 운동과학의 이론을 실험실습을 통해 현장
에 적용하는데 초점을 둔 강좌이다. 근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타 과목과 달리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체육의 특수성을 이해
하고, 교육에서 체육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수성, 발달단계에 따
른 특성, 체육교사의 자질, 각 영역별 학습지도방법을 이해하고
실습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도를 통해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발육, 발달과 체력 및 운동기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여 학생들이 체육의 필요성과 가치를 알고 실천할 수 있
는 즐거운 체육 시간이 되도록 하는 동기유발 방법을 습득한다.
This course covers training methods and its significance in physical education. We will analyze the development progress of physical education, instruction
methods, and the qualifications of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The class is intended to be an enjoyable class
that helps students understand the value and importance
of physical education.
722.402A

건강체조 1-0-2
Health Exercise

건강체조는 기계 또는 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신체 각 부위를
자유롭게 운동시키는 체조를 말하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는 일
련체조, 짝체조, 꾸미기체조, 스트레칭 등이 있다. 수업에서는
운동 전후에 실시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과 운동 특성에 맞
는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Health exercise uses the entire body without the use
ofequipments and gears. Free gymnastics consists of
consecutive gymnastics, couple gymnastics, formation
gymnastics, and stretching. Students are expected to
learn pre-exercise and post-exercise stretching methods
and stretching methods for various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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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405

체육학연구법 2-2-0

722.431A

Methods of Research in Physical Education

체육학의 탐구대상은 신체활동 또는 인간의 움직임이며 기존
의 모든 학문을 응용하는 종합과학이다. 체육학 연구법은 체육
학의 한 분야로서 체육이나 스포츠 현장에서 문제해결이나 이
론창출을 위한 질적 혹은 양적연구의 방법론에 관한 학문이다.
주요내용은 체육학과 체육학 연구법에 대한 개관, 연구의 유형
별 연구방법과 실제 연구의 예, 그리고 논문의 작성요령이다.
Physical activity and the movement of the human
body embody the central idea of physical education. This
class focuses on general research methods of physical
education, specific research examples, and the writing of
a thesis.
722.406

트레이닝방법론 2-2-0
Methods of Training

트레이닝의 생리적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이에 기반하여
트레이닝의 여러 가지 방법과 이의 생리적 효과를 알아본다.
This course increases one’s understanding of the physical and scientifical principle of training and its physiological effects. Korean circle dance will be practiced in
the class.
722.426

운동동작분석의 기초 2-2-0
Biomechanical Basis of Human Movement

스포츠 경기기술을 운동수행력 향상을 목적으로 분석하는 과
정을 다룬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인체의 기본 동작을 걷기와 달
리기를 포함하는 이동동작, 도약, 투척, 들기, 치기, 수상운동
등으로 구분하고 전통적으로 해온 동작 분석법과 그 내용을 소
개한다. 운동 수행력을 승리로 간주하고 승리하기 위한 동작 및
전술 요인을 밝히며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운동역학적 요
인의 체계도 구성과 그 내용을 다룬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process of analyzing sports
techniques to enhance one’s performance. The curriculum includes traditional methods of analyzing basic skills
and research work on the locomotion, jumping, throwing, lifting, striking, and swimming. Students will be able
to identify the technical variables of sports skills and tactical components of games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The variables or components of sports performance will be analyzed.
722.430

무용예술론 2-2-0
Artisitic Theory of Dance

예술의 본질을 이해하고 예술의 한 분야로서의 춤에 대한 인
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다룬다. 또한 무용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표현미, 율동미, 형식미 등을 중심으로 학습하며 춤의
미학적 구조와 원리를 중심적으로 다루어 춤의 본질적인 문제
와 예술로서의 가치를 모색한다.
This course concerns understanding the essence of art
and appreciating dance. We will concentrate on artistic
elements of dance such as artistic presentation, rhythmical beauty, and the beauty of form. Students will study
the main issues regarding the essence of the dance and
its artistic value.

체육논리 및 논술 2-2-0
Logic and Essay in Physical Education

본 과목은 체육 및 스포츠를 중심으로 하는 신체문화와 연관
된 제반의 사회현상과 그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비판하고 발
전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태도 및 역량의 형성을 도모한다.
이를 위하여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동⋅서양 신체문
화에 관한 통시적이고 거시적인 고찰과 함께 다양하게 나타나
는 체육 및 스포츠 실천과 관련된 가치와 윤리문제에 관한 논
의가 이루어진다.
This course criticizes social problems that are related
with sports. Students are encouraged to offer alternatives for existing problems, and will debate problems
regarding the culture of body. We will study the history
of the East and the West as well as the moral problems
related with sports.
722.436

운동검사 및 처방 2-2-0
Exercise Testing and Prescription

<운동검사 및 처방>은 검사 전 건강상태를 평가 자료로 이
용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과목은 운동 검사의 수행을 위해 운동
검사의 일반적 원리와 운동 검사 방법 및 절차, 운동 검사 시
유의사항 등 운동 처방을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학습한다.
Students will learn the principles and methods of exercise inspection.
722.437

야구 1-0-2
Baseball

본 강좌는 단체운동으로서의 야구의 기초를 가르치는 데 초
점을 맞추고 있다. 본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야구지식과 관
련 기술(포구, 송구, 타격, 주루, 수비 및 공격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강좌는 기초, 복합, 전술 기능을 순
차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기초기능(공
받기와 던지기, 타격 폼 익히기), 복합기능(타격된 공을 받고
던지기, 각 수비 위치병 기능 익히기, 실제 타격하기), 전술기
능(히트 앤드 런, 번트 앤드 런, 태그 업 플레이, 더블 플레이,
릴레이 플레이), 경기(두 팀으로 나누어 실제 야구경기하기)
This course will focus on the fundamentals of baseball
as a team sport. Emphasis will be placed in the following
areas: catching, throwing, hitting, defense strategy, and
offense strategy. This course will provide learning opportunities in the following areas: basic skills (catching,
throwing, and hitting), complex skills (catching and
throwing, position, and hitting the pitched ball), and
strategy skills (hit and run, bunt and run, tag up play,
double play, relay play). Practice game sessions are
included.
722.444A

골프 1-0-2
Golf

골프의 특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골프의 기초기술을 배운다.
학습환경의 여건 상 아이언 샷을 통해 기본적인 그립, 자세, 어
드레스, 스윙 방법을 습득하여 다른 클럽의 사용과 기술을 구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며, 골프의 매너, 경기방법, 경기규
칙을 이해하여 장래 스스로 골프를 즐기고 기능의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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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acteristics and basic skills of golf are practiced in this course. Due to the limited facilities, the iron
club will be used to teach skills such as address, grip,
and swing. The manners required in the sport will be
learned in addition to game rules and regulations. This
class will enable the student to enjoy golf on his or her
own.
722.445A

볼링 1-0-2
Bowling

강의를 통해 볼링의 역사, 경기규칙, 용어 등을 이해시키고
기초기술의 학습을 통해 볼링의 경기기술을 실제로 체득하고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교수내용으로는 볼
링의 개요(역사, 특성 및 효과, 볼링장의 설비와 볼링용구, 그립
과 볼의 선택 요령), 투구동작(어드레스, 푸시어웨이, 다운스윙,
백스윙, 포워드 스윙, 릴리즈, 폴로 스루), 구질(스트레이드 볼,
커브 볼, 후크 볼), 핀을 겨냥하는 방법(목표를 잡는 방법, 스트
라이크 겨냥 방법, 스페어 처리방법) 및 스코어 기입방법, 경기
진행방법 등이 포함된다.
This course begins with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rules, and terms of bowling. Basic skills are taught to
enable students to play the game. Throwing movements
(address, push-away, down-swing, back-swing, foreword-swing, release, rally, followthrough) and modes of
the ball (straight ball, curve ball, hook ball) will be studied in this course.

722.449

Yoga

요가는 육체적, 정신적, 지적, 감정적인 모든 면에서 도움을
주는 인도의 전통 건강 수련법이다. 본 강좌는 학생들이 요가의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요가의 특정 동
작들과 호흡기술, 집중과 깊은 이완을 배움으로써 몸과 마음을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강좌는 학생들이 깊
은 이완 속에서 현재의 상황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워 안정감과
균형, 집중의 향상을 유도하고, 스트레스와 통증의 감소, 느리
고 깊은 호흡, 유연성과 근력의 증가 등의 육체적인 효과도 경
험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Yoga from india is an old system of health that benefits all aspects of physical, spiritual, intellectual and
emotional. This course is intended for students to understand the basic principles of yoga. Students will learn
specific postures, breathing techniques, centering and
deep relaxation that will assist in calming the mind and
body. The emphasis of this class is assisting students in
focusing on the present moment in relaxation. A deeper
and longer relaxation in this class will create a sense of
calm and promote improved balance and concentration.
And they also can experience physical effects of stress
and pain relief, slower and deeper breaths, better flexibility and mobility, increased strength.
722.450

722.447

스포츠마케팅 2-2-0
Sport Marketing

이 과목에서는 스포츠마케팅의 기본개념과 원리를 소개한다.
본 과목의 목적은 스포츠마케팅의 정확한 개념과 중요성을 인
식하고, 현실세계의 다양한 스포츠마케팅현상을 분석하고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스포츠마케팅요소를 공부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basic concepts and principles of sports marketing.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port marketing and become capable of analyzing sports marketing phenomena.
722.448

스포츠의학입문 2-2-0

요가 1-0-2

스쿠버다이빙 1-0-2
Scuba Diving

스쿠버다이빙은 간단한 보조용구 또는 수중호흡기를 부착하
고 물 속에 잠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즐겨지고 있
는 수상 종목이다. 스노클다이빙과 스쿠버다이빙으로 구성되어
지며, 수영을 기본적으로 배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응용되어지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수중세계탐사, 잠수장비, 스쿠버시스템 등의
내용을 학습하는 수업입니다.
Scuba diving is an aquatic sport widely enjoyed in
Korea. By using water goggle or snorkel, one can dive
and surf in water. Breath-hold diving, and scuba diving
are the main contents of the course. Scuba diving is regarded as the after course of swimming. Aquanautics,
scuba equipment, and the scuba system are the topics
covered in the course.

Introduction to Sports Medicine

본 과목은 스포츠의학의 입문 과목으로서 스포츠의학의 개념
⋅역사⋅영역을 소개하고 각각의 영역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또한 의학적측면에서 신체활동을 통한 인체의 효과를
분석,관찰함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키고 선수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스포츠의학 분야는 방대하여 전문화된 지
식습득에 어려움이 있다. 본 과목에서는 스포츠의학의 개념을
소개하고, 적용분야는 신체 내적구조(해부학)와 기능(생물학)으
로 구분한다. 또한 질병에 대한 운동의 효과와 스포츠 상황에서
의 상해와 장애에 대해 학습한다.
Sports medicine analyzes the impact of physical activities upon the human body from a medical perspective.
This course introduces students to the concepts of
sports medicine and areas of application. Studies in
anatomy and physiology support the course work of this
course. Furthermore, we will study the effects of exercise on illnesses and learn more about sports-related
external injuries and disabilities.

722.451

스노보드 1-0-2
Snowboard

본 강좌는 스노보드의 기술을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지
도하며 초심자 턴, 초급자 턴, 중급자 턴 그리고 기초 카빙턴
등의 기술들의 지도법을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스노보드 역사, 장비의 구조, 그리고 안전에 대하여 살펴본다.
The purpose of this lecture provides students how to
teach snowboard downhill skills to teach their students.
Snowboard teaching skills required for a good performance and knowledge of snowboard skills, history of
snowboard, technology of snowboard gear and safety
management will be in this 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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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탐색과목
(Pre-major Tracks for College of Education)
700.106A

issues. Students will focus on how human activities affect on our environment and discuss issues in environment education.

독일문화와 영상매체 3-3-0
700.110

German Culture and Medium

대표적인 독일문화를 문자매체와 영상매체를 통해 감상함으
로써 독일문화과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영상매체를 이용
해서 보다 사실적으로 독일문화교육의 발전과정에서 문화교육의
가치와주요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문예학의 발전과 사회적, 문
화적 발전에 상응하는 문화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이해하고자
한다. 문화교육의 목적, 문화교육의 방향과 방법, 교수법적 측
면에서 본 문화교육, 한국문화 교육의 현재와 독일 문화교육의
수용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될 수 있다.
By giving the opportunities to meet the major works
through the image media, the course is helpful to understanding German culture and Art. The course aims at
understanding the critical concepts in Education with the
Culture in the process of the Education with German
Culture. With this, Students can have the opportunities
to consider about the direction and the ways, adjusting
to the social, cultural developments of the education
with Culture.
700.107

현대사회와 지리

3-3-0

Modern Society and Geography

우리나라의 도시화와 산업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사회를
이루는 구성요소는 복잡하고 급속히 변하고 있다. 이 과목에서
는 이러한 사회, 경제, 문화적인 요소가 우리나라 및 세계 각
지역에 어떻게 분포하고, 이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
리 사회의 특성을 이루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예를 들면 도시
화, 산업화가 일어난 사회⋅경제적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및 세계의 여러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고 그 대안을
연구해본다. 특히 인간의 활동이 현대사회에 미친 영향에 초점
을 둔다.
The organization of modern society has changed very
rapidly and complicatedly, as is obvious in the case of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in Korea. This course is
designed to show where th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elements are located and how they are distributed
and changed, thus aff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society. Students will focus on how human activities affect modern society.
700.108

환경과 지리 3-3-0

교육심리학 3-3-0
Education Psychology

본 과목은 교육현상에 대한 심리적 접근에 대한 기본적 이해
를 형성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발달, 학습, 동기 측면
에서 관련된 선행 연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현상을 이
해하는 교육심리학적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강의와 토론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develop understanding on educational phenomena from the educational psychology
perspective. Students will develop their own perspective
through participating in various class activities and in-depth
discussion on research findings and implications will be
done in areas of development, learning, and motivation.
700.111

영미어문교육의 기초 3-3-0
Foundations of English Language,
Literature and Education

사범대 어문계열로 들어오는 신입생들이 장차 자신이 전공할
분야를 탐색하는 전공탐색과목으로서 영어교육의 기초가 되는
영어교육학, 영어학 및 영미문학 분야에 대한 개관적인 조망을
영미어문교육의 시각에서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영어교육
분야에서는 영어교육론, 영어교수법, 영어교재론, 응용언어학(심
리언어학 및 사회언어학), 영한대조분석 등을 조망하고, 영어학
분야에서는 영어학개론, 영어음운론 등을 개관하며, 영미문학분
야에서는 영미소설, 영미문학개론, 영미시, 영미희곡, 영미문학비
평 등을 조망한다.
A basis interdisciplinary course for freshmen majoring
in language education, this course will provide them with
an over- view of English literature, linguistics, and language education. Topics will cover: English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teaching methodology in TEEL,
teaching materials in TEEL, applied linguistics, contrastive
analyssis and in relation to English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English linguistics and phonology in relation
to English linguistics; and an introduction to British and
American fiction, poetry, drama, and literary criticism in
relation to British and American literature.
700.112

프랑스문화개론 1 3-3-0
Introduction to French Cultures 1

Environment and Geography

오늘날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다학문적이고, 간 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리
학은 전통적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련성 이해를 강조해 왔는
데, 최근 우리사회가 맞고 있는 지리과목에서 적절한 주제가 된
다. 자연환경에서부터 인문환경에 이르는 광범위한 주제가 대상
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 과목에서는 인간의 활동이 자연환경에
미친 영향과, 이와 관련한 환경교육과 같은 자연환경에 초점을
둔다.
To diagnose and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this
course
will
take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raditionally, geograph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his envi- ronment. It is therefore appropriate for the geographer to approach environmental

본 과목은 사범대학 어문교육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랑스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프랑스어 전공분야를 소개한
다.
This course on French culture and its current issues
aims at enhancing the qualifications of prospective
French teachers.
700.113

프랑스문화개론 2 3-3-0
Introduction to French Cultures 2

본 과목은 사범대학 어문교육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랑스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프랑스어 전공분야를 소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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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minar in the selected topics of French cultural tradition or its current issues with a view to enhancing the
level of qualification of prospective teachers of French
700.118

민주주의론 3-3-0
Theories of Democracy

민주주의는 국민들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그것은 정치공
동체에 살고 있는 개인들이 실제적으로나 혹은 가능성의 차원
에서 그 공동체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체계다.
물론 어떤 유형의 참여가 바람직한가 하는 점은 오늘날에도 쟁
점이 되어 있다. 직접 민주주의나 참여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사
람들은 시민 스스로 토론과 심의를 통해 공동체의 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가하면 대의 민주주의자들은 대
표자 선정이나 혹은 현안문제에 대하여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민주주의와 관련된 규범적 문제가 있다면, 민주주의의 본질
과 그 가치에 관한 문제들이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고양
하기에 가치가 있다. 그러나 민주적 결정이 다수결에 의해 이루
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수자에 대한 평등권은 도전을 받게
된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취급함으로써 ‘책임
있는 투표’와 ‘무책임한 투표’를 꼭 같이 평가한다. 한편 그렇다
고 해도 사람들의 의견을 투표를 통해 수렴할 때 올바른 해결책
이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과목에서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민주주의 제도 뿐 아니라 가치에 대해서 비판적으
로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Democracy means rule by the people. It is a system
of decision making in which everyone who belongs to
the political community making the decision is actually or
potentially involved. There have been competing conceptions about what this involves. On one conception
this means that everyone should participate in making
the decision themselves, which should emerge from a
full discussion. On another conception, it means that everyone should be able to vote between proposals or for
representatives who will be entrusted with making the
decision; the proposal or representative with most votes
wins.
Normative problems connected with democracy relate
both to its nature and its value. Democracy has value
because it promotes liberty and equality. Given the majority rule, however, the minority may not be thought to
be treated equally. Moreover, democracy considers the
ignorant as being as important as the knowledgeable, by
counting everyone's opinions as of equal value. But voting may in certain circumstances be the right way of
achieving knowledge. Pooling opinions may lead to better group judgement.
This class will pay attention to the attractive points
and vulnerable ones of democracy. Participants in this
class are expected to understand norms and values of
democracy as well as the institutions of democracy in a
critical way.

을 개별성과 보편성에서 파악하게 한다.
This course is the first step in the study of history,
history teaching, and social studies. Students will investigate the facts and ideas of Korean and world history
through physical data and historical narratives. They will
also learn to see history in terms of particularity and
universality.
700.123

Culture and Life in Germany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아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과목은 독일의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하여 개괄함으로써, 학생들이 독어학, 독문학, 독어교수법 등
을 학습하는 데 기초가 되는 상호문화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is course overviews German politics, society, and
culture. It focuses on enhancing intercultural ability in
order to learn German language, literature, and
pedagogy.
700.124

기초독문법 3-2-2
Basic German Grammar

본 과목은 독문법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학습함으로써 학생들
의 독일어 문법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일
반문법과는 구별되는 학습자문법(Schulgrammatik)의 관점에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예비 독일어교사인 학생들이 장차 학교수
업에서 독일어문법을 가르치게 될 때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능
력들을 신장시키는 데 그 주안점을 둔다.
The course aims at improvement in practicing the basic grammar in German This course deals with various
German grammar theories, which will then be applied to
the study of the Korean language.
700.125

독어발음 및 듣기지도 3-2-2
German Pronunciation and Listening

본 과목은 언어습득의 네 가지 영역, 즉 쓰기, 듣기, 말하기,
읽기 영역 중에서 듣기 영역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독일어 테이프가 첨부된 독어교재, 독일 방송극, 독일시 등의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청취력 향상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발음
과 듣기 훈련과정을 거쳐 학생들은 말하기 능력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공 탐색과목으로서 1학년 때 정확
한 발음과 청취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 과목의 신설이 필
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과목을 신설하고자 한다.
The course is for the improvement in listening part It
is for the improvement in the ability of listening by using kinds of texts in the visual and audio media In the
first grade, the establishment of this subject is necessary
for the advances of the accurate pronunciation and listening ability.
700.133

700.121

독일문화와 생활 3-3-0

현대윤리학개론 3-3-0

역사학개론 3-3-0
Introduction to Modern Ethics
Introduction to Korean History

역사학과 역사교육 학습 및 공통사회 교습의 첫걸음으로서
역사학을 통한 교육적, 인문적 소양을 함양하도록 우리나라 및
동 ․ 서양의 역사인식, 연구대상과 방법, 역사서술, 역사교육 등

윤리학은 인식론, 형이상학과 더불어 철학의 중요 분과이면
서 또 도덕 윤리 교육의 중요 내용학이다. 칸트가 순수 이성(인
식론)에 대해 실천 이성(윤리학)의 우위를 주장했던 데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우리는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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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살아야 하는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이 인생을 살 만한 가치가 있도록 하는
가’를 묻는 윤리학은 사실상 인간의 최종적 관심사를 다루는 학
문이라 할 수 있다. 본 강의는 현대 윤리학의 주요 이론과 쟁점
들을 소개하는 것과 아울러 실천 윤리의 측면도 함께 다룬다.
Ethics is an main branch of philosophy with epistemology and metaphysics, and also a base of the moral
education. As Kant insisted on the preference of the
practical reason to the theoretical reason, ethics is an
important study that deals with our primary concerns
such as ‘What should we do?’, ‘How should we live?’,
‘What is really valuable?’, ‘What is the meaning of life?’,
‘What makes life livable?’. This lecture deals with important theories and disputed points of modern ethics.

700.221

한국사개론 3-3-0
Introduction to Korean History

‘공통사회’ 교습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우리식 자세와 안목
을 역사적으로 정립하도록 우리나라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국
사의 행정을 세계사와 관련하여 체계성과 계통성에서 이해하고
파악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tudy the Korean history
systematically in relation to world history, so as to gain
the traditional historical attitude and viewpoint essential in
teaching social studies.
700.405

시민교육론 3-3-0
Civic Education

700.140

유럽과 미국 사회와 문화의 이해 2-2-0
Understanding European and
American Societies and Cultures

본 과목은 사범대학 외국어교육학과(영어, 독어, 불어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이다. 본 강좌는 유럽과 미주 지역의
다양한 사회와 문화(언어, 문학, 예술, 역사, 사회 등)를 통합적이
고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팀티칭의 형식으로 진
행된다.
This course is designed for the students in three foreign language education departments (English, German
and French) of the College of Education. It aims to foster an integrative understanding of the various societies
and cultures (language, literature, arts, history etc.) of
Europe and America. The course will be taught through
team teaching.

사회과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훌륭한 시민의 자질을 향상하는
데 있다. 시민교육론은 사회과교육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민
교육의 목표, 역사적 발전과정, 내용구성, 방법 평가 등에 중점
을 두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여러 영역에서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획득하고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게 하는 교육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This course is a study of social studies education as
civic education and citizenship education. The emphasis
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tudies and citizenship education, the concept, problems, and future directions of citizenship education, and the attitudes and abilities needed for good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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