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스포츠 산업경영 스포츠 정보 테크놀로지 레저•문화 운동행동과학

선수과목 
[5과목 이수]

스포츠 산업론
스포츠 마케팅론 

스포츠 정보론 
체력측정평가

스포츠 문화사
레저론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생리학

*각 전공영역 과목은 필수, 나머지 3과목은 선택

공통필수과목 
[2과목 이수]

체육연구 및 통계, 전공연구Ι

전공선택과목

스포츠 산업 연구
스포츠 마케팅 연구
스포츠 경제 연구
스포츠 경영학 연구
스포츠 소비자행동 연구
스포츠 PR연구
스포츠와 법
스포츠 마케팅 조사 연구

운동학습제어 연구
스포츠 정보 연구
생체역학적 인간운동행동
운동발달
소재/기계공학과 스포츠용품 및 용구
스포츠공학실습
가상 스포츠 트레이닝
가상 재활훈련
신소재 복합재료개론
스포츠 미디어관리론

레저 레크리에이션론
스포츠 문화사론
스포츠와 예술
문화산업과 경제론
비교스포츠문화

운동심리학 연구
운동생리학 연구
운동심리재활
스포츠 정신의학
멘탈 트레이닝론
스포츠 조직문화와 리더십

석박사 공통과목

스포츠 재무관리 연구
스포츠 리더십 연구
스포츠 이벤트기획 연구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연구
스포츠 스폰서십 연구
스포츠 저널리즘
스포츠 에이전트사업 연구
스포츠와 뉴미디어 특강
스포츠와 정치 특강
스포츠 사례연구 특강
스포츠외교・정책 특강
프로스포츠산업 특강
스포츠와 법률 특강

스포츠 전술 시뮬레이션
스포츠 컴퓨터 어플리케이션
스포츠 장비개발과 측정평가
스포츠 의류와 신소재
스포츠 비디오 게임론
스포츠 컨텐츠 기획론

레저 이벤트기획 연구
동작 현상학의 이해
스포츠와 매스미디어
스포츠와 문화산업 특강
스포츠 정책 특강
동작문화와 국제관계론

스포츠 손상 및 재활
운동행동과 코칭
운동심리행동측정
트레이닝론 연구
스포츠 심리상담 세미나
스포츠 심리상담 이론과 실제

 2017년도 개정

스포츠 산업 ‧ 정보학과

Department of Sport Industry & Information

학위과정별 교과과정 구성

1) 석사과정

ⓛ 졸업에 필요한 학점: 총 10과목 30학점, 전공연구 2학점

② 교과목 체계도: 공통필수과목 2과목 반드시 이수

③ 재학 중 동일 교·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은 3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음

2) 박사과정



구분 스포츠 산업경영 스포츠 정보 테크놀로지 레저•문화 운동행동과학

선수과목 
[5과목 이수]

 스포츠 마케팅 연구 스포츠 정보 연구 스포츠 문화사론 
운동심리학 연구

운동생리학 연구 중 택 1 

체육연구 및 통계(필수) *각 전공영역 과목은 필수, 나머지 1과목은 선택

공통필수과목 
[2과목 이수]

체육학 통계, 연구방법론, 전공연구Ⅱ, 전공연구Ⅲ

전공선택과목

스포츠 마케팅 특강
스포츠 산업 특강
스포츠 경영 특강
스포츠 경제 특강
스포츠 시장조사론 특강
스포츠 광고・PR 특강

스포츠 영상 분석론
인체 운동역학
스포츠 공학 특론
신소재 복합재료 역학
스포츠 장비 테크놀로지
스포츠 용품디자인과 개발
스포츠 정보시스템론

스포츠와 사회문제
여가와 복지사회
현대 스포츠와 관광 특강
움직임 커뮤니케이션론
노인 여가 레크리에이션론

운동해부 ‧ 생리특강
운동 심리학 특강
스포츠 리더십 세미나
운동처방 및 재활특강
트레이닝 원리와 분석
행동심리치료
코칭론 특강

석박사 공통과목

스포츠 재무관리 연구
스포츠 리더십 연구
스포츠 이벤트기획 연구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연구
스포츠 스폰서십 연구
스포츠 저널리즘
스포츠 에이전트사업 연구
스포츠와 뉴미디어 특강
스포츠와 정치 특강
스포츠 사례연구 특강
스포츠외교・정책 특강
프로스포츠산업 특강
스포츠와 법률 특강

스포츠 전술 시뮬레이션
스포츠 컴퓨터 어플리케이션
스포츠 장비개발과 측정평가
스포츠 의류와 신소재
스포츠 비디오 게임론
스포츠 컨텐츠 기획론

레저 이벤트기획 연구
동작 현상학의 이해
스포츠와 매스미디어
스포츠와 문화산업 특강
스포츠 정책 특강
동작문화와 국제관계론

스포츠 손상 및 재활
운동행동과 코칭
운동심리행동측정
트레이닝론 연구
스포츠 심리상담 세미나
스포츠 심리상담 이론과 실제

ⓛ 졸업에 필요한 학점: 총 10과목 30학점, 전공연구 4학점

② 교과목 체계도: 공통필수과목 4과목 반드시 이수

③ 재학 중 동일 교·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은 3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음

※ 석, 박사 공통과목으로 개설된 필수과목을 석사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경우, 박사과정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세부전공

별 필수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3)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구분 스포츠 산업경영 스포츠 정보 테크놀로지 레저•문화 운동행동과학

선수과목 
[5과목 이수]

 스포츠 마케팅 연구 스포츠 정보 연구 스포츠 문화사론 
운동심리학 연구

운동생리학 연구 중 택 1 

체육연구 및 통계(필수) *각 전공영역 과목은 필수, 나머지 1과목은 선택

공통필수과목 
[2과목 이수]

체육학 통계, 연구방법론, 전공연구Ⅱ, 전공연구Ⅲ

전공선택과목

스포츠 마케팅 특강
스포츠 산업 특강
스포츠 경영 특강
스포츠 경제 특강
스포츠 시장조사론 특강
스포츠 광고・PR 특강

스포츠 영상 분석론
인체 운동역학
스포츠 공학 특론
신소재 복합재료 역학
스포츠 장비 테크놀로지
스포츠 용품디자인과 개발
스포츠 정보시스템론

스포츠와 사회문제
여가와 복지사회
현대 스포츠와 관광 특강
움직임 커뮤니케이션론
노인 여가 레크리에이션론

운동해부 ‧ 생리특강
운동 심리학 특강
스포츠 리더십 세미나
운동처방 및 재활특강
트레이닝 원리와 분석
행동심리치료
코칭론 특강

석박사 공통과목

스포츠 재무관리 연구
스포츠 리더십 연구
스포츠 이벤트기획 연구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연구
스포츠 스폰서십 연구
스포츠 저널리즘
스포츠 에이전트사업 연구
스포츠와 뉴미디어 특강
스포츠와 정치 특강
스포츠 사례연구 특강
스포츠외교・정책 특강
프로스포츠산업 특강
스포츠와 법률 특강

스포츠 전술 시뮬레이션
스포츠 컴퓨터 어플리케이션
스포츠 장비개발과 측정평가
스포츠 의류와 신소재
스포츠 비디오 게임론
스포츠 컨텐츠 기획론

레저 이벤트기획 연구
동작 현상학의 이해
스포츠와 매스미디어
스포츠와 문화산업 특강
스포츠 정책 특강
동작문화와 국제관계론

스포츠 손상 및 재활
운동행동과 코칭
운동심리행동측정
트레이닝론 연구
스포츠 심리상담 세미나
스포츠 심리상담 이론과 실제

ⓛ 졸업에 필요한 학점: 총 10과목 30학점, 전공연구 4학점

② 교과목 체계도: 공통필수과목 4과목 반드시 이수

③ 재학 중 동일 교·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은 3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