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스포츠산업학과-생활체육지도자 CDR의 목표

CDR 목표

CDR
대상직업군

스포츠산업학과 재학생의 스포츠지도사 / 건강운동관리사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노인스포
츠지도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이론 및 실기과목의 학점 취득을 바탕으로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지
도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과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 목표임.

각종 체육시설의 자영업

공공생활체육지도자

상업스포츠업체의 지도자

각종 레저스포츠지도자



수요예측

현  황

2. 스포츠산업학과-생활체육지도자 CDR 직업수요분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개정'12.2.17/시행'15.1.1)으로 인해 기존 자격종류인 경기지도자 / 생활체육지도자가 스포츠
지도사 / 건강운동관리사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노인스포츠지도사로 변경됨.

또한 자격과정이 실기·구술시험 → 연수(이론) → 필기시험이 필기시험 → 실기·구술시험 → 연수(실무)로 변경됨.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전, 운영되었던 생활체육지도자는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1급 945명/ 2급 8,491명 / 3급 
171,620명 등 총 181,056명으로 집계됨.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로 인해 범국민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 증진의 수단으로서 생활
체육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정부가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목표를 2017년까지 60%로 정한 바, 생활체육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
로 예상됨.

이와 같은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스포츠지도사의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됨. 
  



3. 스포츠산업학과-생활체육지도자 CDR 교육과정

스포츠산업학과 학과(전공) 교육과정 중점과목 연계선택과목
학
년

1

학

년

2

학

년

학
기

1

2

1

2

수영(1/2)
에어로빅스써키트I(1/2)
웨이트트레이닝기초(1/2)
스포츠산업론(2/2)
한국스포츠문화사(2/2)
축구Ⅰ(1/2)
스포츠비지니스실무(2/2)

수영(1/2)
에어로빅스써키트I(1/2)
웨이트트레이닝기초(1/2)
스포츠산업론(2/2)
한국스포츠문화사(2/2)

동계스포츠(1/2)
스포츠경영학개론(2/2)
운동생리학(2/2)
현대사회여가와스포츠(2/2)
스포츠경영행정론(2/2)

동계스포츠(1/2)
스포츠경영학개론(2/2)
운동생리학(2/2)
스포츠경영전공영어(2/2)
현대사회여가와스포츠(2/2)
스포츠경영행정론(2/2)
축구Ⅱ(1/2)

스포츠사회학(PBL)(2/2)
하계스포츠(1/2)
스포츠이벤트기획론(2/2)
스포츠헬스케어(PBL)(2/2)
스포츠조직관리론(2/2)
배드민턴Ⅰ(1/2)
테니스Ⅰ(1/2)
에어로빅컨디셔닝(1/2)
스포츠와안전(2/2)

스포츠사회학(PBL)(2/2)
하계스포츠(1/2)
스포츠헬스케어(PBL)(2/2)
스포츠조직관리론(2/2)
배드민턴Ⅰ(1/2)
테니스Ⅰ(1/2)
에어로빅컨디셔닝(1/2)

웨이트트레이닝응용(1/2)
필라테스(1/2)
스포츠경영리더십(2/2)
스포츠산업통계및실습(2/2)
배드민턴Ⅱ(1/2)
테니스Ⅱ(1/2)
에어로빅스써키트II(1/2)
서양스포츠문화사(2/2)

필라테스(1/2)
스포츠경영리더십(2/2)
배드민턴Ⅱ(1/2)
테니스Ⅱ(1/2)
서양스포츠문화사(2/2)



스포츠산업학과 학과(전공) 교육과정 중점과목 연계선택과목
학
기

1

2

1

2

학
년

3

학

년

4

학

년

골프Ⅰ(1/2)
스포츠법과정책론(PBL)(2/2)
퍼스널트레이닝론(2/2)
스포츠기록분석학(2/2)
스포츠와사회문화(2/2)
스포츠심리학(2/2)
호신술Ⅰ(1/2)

골프Ⅰ(1/2)
퍼스널트레이닝론(2/2)
스포츠와사회문화(2/2)
스포츠심리학(2/2)
호신술Ⅰ(1/2)

전공실기(1/2)
전공과취업Ⅱ(스포츠산업)(1/1)
스포츠광고및홍보론(2/2)
인턴십Ⅰ(2/2)

전공과취업Ⅱ(스포츠산업)(1/1)
스포츠광고및홍보론(2/2)

야영과리더십(1/2)야영과리더십(1/2)
스포츠에이전트사업론(2/2)
인턴십Ⅱ(2/2)

스포츠마케팅론(2/2)
전공과취업Ⅰ(스포츠산업)(1/1)
스포츠클리닉측정(캡스톤디자인)(
스포츠와매스미디어(2/2)
스포츠소비자행동론(2/2)
스포츠서비스운영관리론(PBL)(2/2
스포츠시설경영론(2/2)
골프Ⅱ(1/2)
스포츠지도론(2/2)
호신술Ⅱ(1/2)

스포츠마케팅론(2/2)
전공과취업Ⅰ(스포츠산업)(1/1)
스포츠소비자행동론(2/2)
스포츠서비스운영관리론(PBL)(2/2
스포츠시설경영론(2/2)
골프Ⅱ(1/2)
호신술Ⅱ(1/2)



학
년

학
기
스포츠산업학과 학과(전공) 교육과정 중점과목 연계선택과목

1

전

체

2

56/72 45/45

사회와문화(3/3)
생활과경제(3/3)
사회학적상상력(3/3)
자연식품과건강(3/3)
질병과노화의비밀(3/3)
컴퓨터와정보사회(3/3)
의약품과건강생활(3/3)
운동과건강(3/3)
현대사회와스포츠(3/3)
인체의구조와기능(3/3)
스포츠역사와삶(3/3)
웰니스와삶의질(2/2)
대화와자기표현(2/2)

언어와사회(3/3)
웰빙과식품(3/3)
유머화법(2/2)



4. 스포츠산업학과-생활체육지도자 CDR 자율프로그램

교 내

교 외

구 분 개인 그룹

관련 전공 / 학과 교수 면담
선배와의 대화
영어학습

학교가 지원하는 현장 실습
스포츠산업 관련 특강 및 세미나 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