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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개요 및 특성
영양학적인 측면에 머물던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한 지식을 생활속으로 확대하는 수업

2. 수업목표

이 수업을 듣는 사람은 적어도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한 어떤 시험에도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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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업  계  획  서



■주차별 세부계획

주 제목 학습내용

1
비타민의 역사

비타민과 관련된 인식의 변화 및 발견과정의 역사에 

대하여 공부함

2

비타민 A, D, E, K, C 

이야기
비타민 A, D, E, K, C의 특성, 기능, 공급원 및 권장량, 결핍 및 과

잉시 증상, 질환과 관련된 특징적 소견 등에 관하여 강의함

3
비타민 B군 이야기

비타민 B군의 특성, 기능, 공급원 및 권장량, 결핍 및 과잉

시 증상, 질환과 관련된 특징적 소견 등에 관하여 강의함

4

항산화제 이야기 항산화제인 카로티노이드, 안토시아닌 등의 특징 및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항산화지수인 오락에 대하여 

강의함

5
탄수화물, 단백질, 물 

이야기

5대 영양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탄수화물

과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와 인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소흘히 하기 쉬운 물에 대한 이야기

6 지방이야기

흔히 적으로만 생각되온 지방에 대한이야기, 오메가 

3, 6 등 흥미로운 지방이야기 

7
중간고사 중간고사

8
미네랄의 역사와 특징

대사의 정점에 있는 미네랄의 특성을 이해하고 미네랄이 

어떻게 비타민과 함께 대사에 관여하는지에 대하여 강의함

9
신장이야기 미네랄 대사에서 장, 뼈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장에서 대하여 공부해보는 시간

10
다량 미네랄 이야기

미네랄 칼슘, 인, 마그네슘의 기능, 결핍 및 과잉, 질

병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강의함

11
다량 미네랄 이야기

미네랄 나트륨, 포타슘, 황, 염소의 기능, 결핍 및 과

잉, 질병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강의함

12
소량 미네랄 이야기

소량미네랄의 기능, 결핍 및 과잉, 질병과의 관계 등

에 대하여 강의함

13 소량 미네랄 이야기

소량미네랄의 기능, 결핍 및 과잉, 질병과의 관계 등

에 대하여 강의함

14 미네랄로 중금속 배출하기
우리몸에 해로운 중금속을 미네랄 바란스를 이용하

여 배출하기

15
과제물 제출하기

그동안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서 기말고사에 대비하

고 과제물을 작성하는 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