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회체육학과-재활및보건교육사 CDR의 목표

CDR 목표

CDR
대상직업군

재활 및 보건교육사 분야는 학과의 세부 전공 중 전문적인 분야로서 전공 교과과정 중 이론과목에 치중하여 이수하
여야 한다. 특히 재활 및 보건교육사 관련 이론과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이론 및 실기과목 등을 실시하
고 있다. 전공교과과정을 이수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서 건강검진센터, 보건소, 스포츠센터의 운동처방실, 
휘트니스 클럽, 퍼스널 트레이너 등으로 진출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건강검진센터, 보건소, 보건교육사, 스포츠센터의 운동처방실, 휘트니스 클럽, 퍼스널 트레이너 , 스포츠재활사
(athletic trainer), 스포츠센터 지도자, 스포츠의학센터, 스포츠마사지, 스포츠테이핑, 요가지도자, 휘트니스 클럽 지
도자 등



수요예측

현  황

2. 사회체육학과-재활및보건교육사 CDR 직업수요분석

-각 대학 병원 및 개인 병원 내의 건강검진 센터(운동처방실)
-각 시, 군, 구 내에 소속된 보건소(운동처방실)
-대다수의 스포츠 센터 및 휘트니스 클럽(운동처방실)
-전문 휘트니스 클럽(운동처방실)
-스포츠재활전문가(운동재활센터)

현황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 대학 병원 및 준 종합 병원, 개인병원(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심장외과) 내에 건강검
진 센터(운동처방실), 각 시, 군, 구에 소속된 보건소에 의무적 채용이 법제화 되어 있으며 스포츠센터 및 휘트니스 
클럽 등내에 설치된 운동처방실 및 비만 클리닉 센터 등을 고려한다면 그 수요는 지속적이며 매우 클 것이다. 스포츠
재활사의 취업 대상 기관은 주로 체육시설(체력단련장), 의료기관, 보건소, (프로) 스포츠단 및 스포츠 재활센터, 직
장체육시설 등이다. 미래의 체력단련장은 일반적인 체력관리뿐만 아니라 운동처방 혹은 스포츠재활 프로그램을 도
입하여 새로운 개념의 운동사업장의 업그레이드 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많은 체력
단련장에서도 기존 프로그램 이외에 운동처방 및 재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는 실
정이다. 운동전문가를 고용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스포츠 의학센터의 역할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병원에서의 운동전
문가의 업무를 보면 체력검사, 근관절 기능검사, 운동처방 프로그램, 스포츠재활 프로그램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사회체육학과-재활및보건교육사 CDR 교육과정

사회체육학과 학과(전공) 교육과정 중점과목 연계선택과목
학
년

1

학

년

2

학

년

학
기

1

2

1

2

리듬사이즈(1/2)
생활체육론(2/2)
태권도Ⅰ(1/2)
생활체조(1/2)
검도Ⅰ(2/2)
래프팅(1/2)
보건교육학(2/2)

리듬사이즈(1/2)
생활체육론(2/2)
생활체조(1/2)
보건교육학(2/2)

기초간호과학및실습1(4/5)

인간성장과발달(2/2)포크댄스(2/2)
레크리에이션(1/2)

수영Ⅰ(1/2)
포크댄스(2/2)
레크리에이션(1/2)
검도Ⅱ(1/2)
태권도Ⅱ(1/2)
스키Ⅰ(1/2)

스포츠문화론(2/2)
테니스Ⅰ(1/2)
수영Ⅱ(2/2)
웨이트트레이닝Ⅰ(1/2)
스킨스쿠버(1/2)
해부생리학(2/2)
안전교육(2/2)
보건학(2/2)

수영Ⅱ(2/2)
웨이트트레이닝Ⅰ(1/2)
해부생리학(2/2)
안전교육(2/2)
보건학(2/2)

건강증진(2/2)
기초간호과학및실습3(2/3)

운동생리학(2/2)
골프Ⅰ(1/2)
테니스Ⅱ(1/2)
요가(1/2)
야외활동(1/2)
스키Ⅱ(1/2)
스노우보드Ⅰ(1/2)
트레이닝론(PBL)(2/2)

운동생리학(2/2)
골프Ⅰ(1/2)
테니스Ⅱ(1/2)
요가(1/2)
야외활동(1/2)
스노우보드Ⅰ(1/2)
트레이닝론(PBL)(2/2)



사회체육학과 학과(전공) 교육과정 중점과목 연계선택과목
학
기

1

2

1

2

학
년

3

학

년

4

학

년

운동역학(2/2)
운동손상관리(2/2)
스포츠사회학(2/2)
골프Ⅱ(1/2)
수상스포츠(1/2)
윈드서핑Ⅰ(1/2)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2/2)

간호연구1(2/2)
퍼스널트레이닝론(2/2)

운동역학(2/2)
운동손상관리(2/2)
스포츠사회학(2/2)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2/2)

스포츠댄스(1/2)
사회체육전공실기Ⅰ(캡스톤디자인
스포츠마케팅(2/2)
인라인Ⅰ(1/2)
스포츠심리학(2/2)
스포츠마사지/테이핑(1/2)
전공과취업Ⅱ(사회체육)(1/1)
인턴십I(현장실습)(2/2)
보건의사소통(1/2)

스포츠댄스(1/2)
사회체육전공실기Ⅰ(캡스톤디자인
스포츠마케팅(2/2)
스포츠심리학(2/2)
스포츠마사지/테이핑(1/2)
전공과취업Ⅱ(사회체육)(1/1)
보건의사소통(1/2)

간호관련법규(2/2)사회체육전공실기Ⅱ(캡스톤디자인
스포츠재활실습(캡스톤디자인)(1/2
조사방법론(2/2)

사회체육전공실기Ⅱ(캡스톤디자인
뉴스포츠(1/2)
스쿼시(1/2)
인라인Ⅱ(1/2)
스포츠재활실습(캡스톤디자인)(1/2
조사방법론(2/2)
인턴십II(현장실습)(2/2)

측정평가(2/2)
스포츠영어회화(2/2)
스포츠복지론(2/2)
운동처방론(캡스톤디자인)(2/2)
웨이트트레이닝Ⅱ(1/2)
스포츠재활원리(2/2)
스노우보드Ⅱ(1/2)
전공과취업Ⅰ(사회체육)(1/1)
윈드서핑Ⅱ(1/2)

측정평가(2/2)
스포츠영어회화(2/2)
스포츠복지론(2/2)
운동처방론(캡스톤디자인)(2/2)
웨이트트레이닝Ⅱ(1/2)
스포츠재활원리(2/2)
전공과취업Ⅰ(사회체육)(1/1)

간호연구2(2/2)



학
년

학
기
사회체육학과 학과(전공) 교육과정 중점과목 연계선택과목

1

전

체

2

60/76 45/47

자연식품과건강(3/3)
질병과노화의비밀(3/3)
생명과학의이해(3/3)
의약품과건강생활(3/3)
인체의구조와기능(3/3)

생명과학의이해(3/3)
웰빙과식품(3/3)
의약품과건강생활(3/3)
인체의구조와기능(3/3)



4. 사회체육학과-재활및보건교육사 CDR 자율프로그램

교 내

교 외

구 분 개인 그룹

진로탐색/자격증 취득/재활 및 보건교육사 프로그램
참여/ 인턴십 활동/ 학생 자율적으로 운영/ 사회체육활
체험

사회체육활동 체험/ 자격증 취득/ 운동처방
현장실습/인턴십 활동/ 재활 및 보건 교육사 관련
학술세미나 참가 및 발표/ 유관현장실습 관련 자격증
취득/ 외부연수 참여

재활 및 보건교육사 프로그램 참여/ CDR관련 스터디
모임/ 자격증반 활동/ 튜터링 제도/ 취업경력 센터 취
특강/ 학술 세미나 발표 및 참가

대학 간 운동처방 및 재활 관련 동아리 활동/ 외부 동
활동/ 협약체결 기관의 현장실습/ 동아리 연합회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