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과목명 스포츠사회학 학 점 3 교·강사명

강의시간 3시간 이론 / 실습 이론 전화번호

학습목표

1. 스포츠를 이해하고 현대사회와 스포츠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가. 스포츠와 사회체계의 상호관련성 규명을 통한 사회학적 시각 및 관점을 제고한다. 

나. 과거 사회와 스포츠를 고찰하고 오늘날의 스포츠 현상을 이해하며, 스포츠와 사회와의 관계를 설명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사회제도와 스포츠의 관계를 인식하여 사회학적 사고력을 증진하며, 미래사회와 스포츠의 관계를 예측 할 수 있도록 한다.

2. 스포츠를 사회학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다양한 분야와의 상호관계 및 사회제도 속의 스포츠 현상을 탐구하고 설명할 수 있게 한다.

가. 스포츠사회화, 스포츠와 정치 · 경제 · 상업주의적 경향에 대한 스포츠와 산업 · 미디어 · 법 · 문화 등 사회제도 속의 스포츠 현상을 

설명한다. 

나. 스포츠를 왜 사회학적으로 분석해야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사회 속 스포츠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며 국가 스포츠 정책 

입안과 실천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스포츠사회학 / 대한미디어 / 권숭용 외 1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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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시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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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 

2. 강의목표 

  -스포츠사회학의 의미

3. 강의 세부내용 

  -놀이, 게임, 스포츠의 정의를

   알아보고 그 특징을 이해하며,

   근대스포츠의 특징과 스포츠사회학의

   개념을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1. 스포츠사회학의 이해

    1) 스포츠사회학의 의미

P. 10~25

 - 참고자료

  · 한국의 스포츠 및

    체육 산업 실태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2

1. 강의주제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 

2. 강의목표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

3. 강의 세부내용 

  -스포츠의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1. 스포츠사회학의 이해

    2)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과 사회이론

P. 26~28

 - 참고자료

  · 한국의 스포츠 및

    체육 산업 실태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3

1. 강의주제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 

2. 강의목표 

  -스포츠의 사회이론

3. 강의 세부내용 

  -구조기능주의 이론, 갈등이론,

   비판이론을 스포츠 현상에서의

1. 스포츠사회학의 이해

    2)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과 사회이론

P. 28~31

 - 참고자료

  · 한국의 스포츠 및

    체육 산업 실태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이론적 접근에 대해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2

1

1. 강의주제 

  -스포츠와 정치 

2. 강의목표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

3. 강의 세부내용 

  -스포츠의 정치적 속성을 이해하고,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2. 스포츠와 정치

    2)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

P. 34~36

- 참고자료

    ·  문재인 정부의 

       체육정책

       (문화체육관광부)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2

1. 강의주제 

  -스포츠와 정치 

2. 강의목표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

3. 강의 세부내용 

  -스포츠의 정치적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살펴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2. 스포츠와 정치

    2)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

P. 36~39

- 참고자료

    ·  문재인 정부의 체육정책

       (문화체육관광부)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3

1. 강의주제 

  -스포츠와 정치 

2. 강의목표 

  -스포츠와 국내정치

3. 강의 세부내용 

  -스포츠 정책의 개념을 이해하고,

   스포츠에 대한 정치의 개입 원인을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2. 스포츠와 정치

    2) 스포츠와 국내정치

P. 43~48

- 참고자료

    ·  문재인 정부의 체육정책

       (문화체육관광부)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3

1

1. 강의주제

  - 스포츠와 정치 

2. 강의목표

  - 스포츠와 국제정치

3. 강의 세부내용

  - 국제

1. 강의주제 

  -스포츠와 정치 

2. 강의목표 

  -스포츠와 국제정치

3. 강의 세부내용 

  -국제정치에서 스포츠의 기능적

   역할을 이해하며, 올림픽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해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

2. 스포츠와 정치

    3) 스포츠와 국제정치

P. 49~56

- 부교재

  · P. 115~142(대경북스)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2

1. 강의주제 

  -스포츠와 정치 

2. 강의목표 

  -스포츠와 국제정치

3. 강의 세부내용 

  -스포츠를 통해 구현되는

   남북관계를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

2. 스포츠와 정치

    3) 스포츠와 국제정치

P. 56~61

- 부교재

  · P. 115~142(대경북스)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3   - 쪽지시험

-  쪽지시험

  · 스포츠의 정지척 역기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1

1. 강의주제 

  -스포츠와 경제 

2. 강의목표 

  -상업주의와 스포츠

3. 강의 세부내용 

  -상업주의에 의해 스포츠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3. 스포츠와 경제

    1) 상업주의와 스포츠

P. 64~74

- 참고자료

  · 한국의 스포츠 산업실태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2

1. 강의주제 

  -스포츠와 경제 

2. 강의목표 

  -상업주의와 스포츠

3. 강의 세부내용 

  -프로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특성 및

   기능을 살펴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3. 스포츠와 경제

    1) 상업주의와 스포츠

P. 75~81

- 참고자료

  · 한국의 스포츠 산업실태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3

1. 강의주제 

  -스포츠와 경제 

2. 강의목표 

  -상업주의와 스포츠

3. 강의 세부내용 

  -상업 스포츠 조직의 세계화

   과정과 특징을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3. 스포츠와 경제

    1) 상업주의와 스포츠

P. 82~83

- 참고자료

  · 한국의 스포츠 산업실태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5

1

1. 강의주제 

  -스포츠와 경제 

2. 강의목표 

  -스포츠 메가 이벤트의 경제

3. 강의 세부내용 

  -스포츠 메가 이벤트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효과를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3. 스포츠와 경제

    2) 스포츠 메가 이벤트의

       경제

P. 84~86

- 참고자료

  · 한국의 스포츠 산업실태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2

1. 강의주제 

  -스포츠와 경제 

2. 강의목표 

  -스포츠 메가 이벤트의 경제

3. 강의 세부내용 

  -스포츠 메가 이벤트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효과를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3. 스포츠와 경제

    2) 스포츠 메가 이벤트의 

      경제

P. 87~88

- 참고자

  · 한국의 스포츠 산업실태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3

1. 강의주제 

  -스포츠와 경제 

2. 강의목표 

  -스포츠 메가 이벤트의 경제

3. 강의 세부내용 

  -스포츠 메가 이벤트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3. 스포츠와 경제

    2) 스포츠 메가 이벤트의 

      경제

P. 89~91

- 정기과제물

  · 스포츠사회학의 기원

    및 개요와 학자에 따른

    스포츠사회학의 이론

- 참고자료

  · 한국의 스포츠 산업실태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 정기과제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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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스포츠와 교육 

2. 강의목표 

  -학교체육의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학교체육의 개념과 역할을 알아보고,

   교육목적과 활동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4. 스포츠와 교육

    1) 학교체육의 이해

P. 94~98

- 참고자료

  · 학교체육진흥법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2

1. 강의주제 

  -스포츠와 교육 

2. 강의목표 

  -학교체육의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학교체육의 문제점을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4. 스포츠와 교육

    1) 학교체육의 이해

P. 98~103

- 참고자료

  · 학교체육진흥법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3

1. 강의주제 

  -스포츠와 교육 

2. 강의목표 

  -학교체육의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변화를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4. 스포츠와 교육

    1) 학교체육의 이해

P. 103~111

- 참고자료

  · 학교체육진흥법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7
1 - 중간고사

2 - 중간고사

3 -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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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스포츠와 교육 

2. 강의목표 

  -스포츠의 교육적 기능

3. 강의 세부내용 

  -스포츠의 교육적 기능을 이해하고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4. 스포츠와 교육

    2) 스포츠의 교육적 기능

P. 112~117

- 참고자료

  · 학교체육진흥법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2   - 정기과제물 제출 및 발표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3   - 정기과제물 제출 및 발표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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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스포츠와 미디어 

2. 강의목표 

  -스포츠와 미디어의 이해와 상호관계

3. 강의 세부내용 

  -스포츠와 미디어의 관계와 핫 스포츠

   매체와 쿨 스포츠 매체의 개념, 특징을

   알아보고, 스포츠 저널리즘을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5. 스포츠와 미디어

    1) 스포츠와 미디어의 

이해

    2) 스포츠와 미디어의 

상호관계

P. 120~144

- 참고자료

  · 태권도의 글로벌

    미디어 확보 전략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2
  - 정기과제물 제출 및 발표

  -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3   - 정기과제물 제출 및 발표   -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10 1
1. 강의주제 

  -사회계층의 이해

6. 사회계층의 이해

    1) 스포츠계층의 이해

- 참고자료

  · 국민 생활체육 참여 실태



2. 강의목표 

  -스포츠계층의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사회계층의 개념과 이론을 알아보고,

   형성과정과 관계에 대해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P. 148~166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2

1. 강의주제 

  -사회계층의 이해

2. 강의목표 

  -스포츠와 사회이동

3. 강의 세부내용 

  -스포츠와 사회이동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스포츠의 부정적 영향과

   사회이동 기제로서의 스포츠에

   대해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6. 스포츠와 미디어

    2) 스포츠와 사회이동

P. 167~173

- 참고자료

  · 국민 생활체육 참여 실태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3   - 쪽지시험   -

- 쪽지시험

  ·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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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스포츠와 사회화 

2. 강의목표 

  -스포츠 사회화의 의미와 과정

3. 강의 세부내용 

  -사회화의 정의 및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7. 스포츠와 사회화

    1) 스포츠사회와의 의미와 

과정

P. 176~178

- 참고자료

  · 은퇴한 엘리트 선수들의

    사회적응 사례조사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2

1. 강의주제 

  -스포츠와 사회화 

2. 강의목표 

  -스포츠 사회화의 의미와 과정

3. 강의 세부내용 

  -스포츠사회화의 정의 및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7. 스포츠와 사회화

    1) 스포츠사회와의 의미와 

과정

P. 176~178

- 참고자료

  · 은퇴한 엘리트 선수들의

    사회적응 사례조사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3

1. 강의주제 

  -스포츠와 사회화 

2. 강의목표 

  -스포츠 사회화의 의미와 과정

3. 강의 세부내용 

  -스포츠사회화의 이론을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7. 스포츠와 사회화

    1) 스포츠사회와의 의미와 

과정

P. 178~181

- 참고자료

  · 은퇴한 엘리트 선수들의

    사회적응 사례조사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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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스포츠와 사회화 

2. 강의목표 

  -스포츠로의 사회화와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3.  강의 세부내용 

  -스포츠사회화의 과정에 대해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7. 스포츠와 사회화

    2) 스포츠로의 사회화와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P. 182~185

- 참고자료

  · 은퇴한 엘리트 선수들의

    사회적응 사례조사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2 1. 강의주제 7. 스포츠와 사회화 - 참고자료



  -스포츠와 사회화 

2. 강의목표 

  -스포츠로의 사회화와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3. 강의 세부내용 

  -스포츠로의 사회화의 개념 및

   특징을 파악하고,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를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2) 스포츠로의 사회화와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P. 185~196

  · 은퇴한 엘리트 선수들의

    사회적응 사례조사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3

1. 강의주제 

  -스포츠와 사회화 

2. 강의목표 

  -스포츠 탈사회화와 재사회화

3. 강의 세부내용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화,

   재사회화의 개념을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7. 스포츠와 사회화

    3) 스포츠 탈사회화와 

재사회화

P. 197~200

- 참고자료

  · 은퇴한 엘리트 선수들의

    사회적응 사례조사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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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스포츠와 일탈 

2. 강의목표 

  -스포츠 일탈의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스포츠 일탈의 개념 및 원인을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8. 스포츠와 일탈

    1) 스포츠 일탈의 이해

P. 204~210

- 참고자료

  ·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논문표절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2

1. 강의주제 

  -스포츠와 일탈 

2. 강의목표 

  -스포츠 일탈의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스포츠 일탈의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8. 스포츠와 일탈

    1) 스포츠 일탈의 이해

P. 211~214

- 참고자료

  ·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논문표절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3

1. 강의주제 

  -스포츠와 일탈 

2. 강의목표 

  -스포츠 일탈의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스포츠 일탈의 다양한 이론에

   대해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 참고자료 활용)

  - 정기과제물 부여  

8. 스포츠와 일탈

    2) 스포츠 일탈의 유형

P. 215~230

- 정기과제물

  · 미래사회와 스포츠

   (유형, 형태, 패러다임 등)

- 참고자료

  ·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논문표절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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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미래사회와 스포츠 

2. 강의목표 

  -스포츠의 변화와 미래

3. 강의 세부내용 

  -미래 스포츠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 활용)

9. 미래 사회와 스포츠

    1) 스포츠의 변화와 미래

P. 234~238

 - 부교재: P. 587~599

              (레인보우북스)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2

1. 강의주제 

  -미래사회와 스포츠 

2. 강의목표 

  -스포츠의 변화와 미래

9. 미래 사회와 스포츠

    1) 스포츠의 변화와 미래

P. 238~242

 - 부교재: P. 587~599

              (레인보우북스)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3. 강의 세부내용 

  -미래 스포츠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미래 스포츠의 모습을 

전망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 활용)

3

1. 강의주제 

  -미래사회와 스포츠 

2. 강의목표 

  -스포츠와 세계화

3. 강의 세부내용 

  -세계화의 개념을 이해하고,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세계화 현상과 의미, 주요

   동인과 결과를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 활용)

  - 정기과제물 제출 및 발표 

9. 미래 사회와 스포츠

    2) 스포츠와 세계화

P. 243~250

 - 부교재: P. 587~599

              (레인보우북스)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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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말고사

2 - 기말고사

3 - 기말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