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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목표

▶ 스포츠와 관련된 예술적 문화적 요인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스포츠와 관련된 요인들 간의 융합적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한다.

▶ 스포츠 관련 요인들에 대한 통섭적 사교력을 높일 수 있게 한다.

▶ 스포츠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일 수 있다. 

2. 교재 및 
  참고문헌

①주교재 :  없음

②부교재(참고자료) : 다양한 스포츠와 관련된 예술, 문화 서적 활용 및 관련 논문, 

학술지, 저널 활용(예; 아래 도서는 참고교재로 활용계획) 

- 21세기에서 문화와 예술을 바라보다: 음악 문화 예술 스포츠편

- 스포츠상식

- 음식의 언어 :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인문학

- 절대음료 게토레이

3. 강의 개요

이 수업의 필요성은 전공과 취업위주의 대학 강좌에서 벗어나 인간의 본 성 중 가장 근

본적인 ‘움직임에 대한 갈망’과 ‘스포츠’를 근본적으로 정의하고, 스포츠를 담고 있는 예술

과 문화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학생들과 학 습하여 학생들의 스포츠에 대한 이해 뿐 

만 아니라 예술/문화에 대한 소양 올 늘리는데 있다.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생활의 일부를 넘어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

양한 스포츠를 통하여 희노애락을 느끼며, 여가시간을 스포 활동 및 스포츠여가로 보내기

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 혹은 일상생 활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예술이나 

문화적 관점들을 살펴보고 공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학습을 통한 가치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학생 개인들의 스포츠 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견문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 와 관련된 예술과 문화 영역의 이

해와 식견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학생 들은 이러한 학습활동을 통하여 학제간의 융합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수업을 통한 스포츠, 문화, 예술의 이해도 향상은 관련 

산업에 직 접적인 참여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스포츠산업 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산 업의 

부흥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스포츠의 중요성을 자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스포츠에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을 증 진 시킬 수 있을 것이며, 삶의 질

올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 강의계획

주 강   의   내   용

1 § 스포츠, 예술, 문화의 정의와 구분 및 하위 개념의의 이해
§ 키워드: 스포츠, 예술, 문화,

2 § 미술 속에 담겨진 스포츠(예; 스포츠를 담고 있는 미적
§ 키워드: 미술자료, 스포츠, 박물관

3 § 음악 속에 담겨진 스포츠(예; 스포츠 관련 움악, 올림픽음악등 탐구)
§ 키워드: 올림픽, 클래식, 국악, 현대음악 

4 § 스포츠를 위한 건축(예; 국내외 스포츠관련 건축물 탐구)
§ 키워드: 스포츠건물, 축구장, 올림픽구장

5 § 역사 속에 담긴 스포츠 
§ 키워드: 한국체육사, 동양체육사, 서양체육사

6 § 영화 속에 담긴 스포츠 (예; 스포츠영화 속의 다양한 관점학습/논의)
§ 키워드: 스포츠영화, 인종차별, 성차별,

7
§ 스포츠와 음식문화 (예; 국내외 스포츠 관련 음식의 유래, 절대음료 게토레이 

에피소드 등)
§ 키워드: 음식문화, 음식의 유래, 스포츠음료, 스포츠음식,

8 § 고대 올림픽 VS 근대 올림픽
§ 키워드: 올림픽, 올림픽 종목, 종목의 유래, 기원

9
§ 스포츠와 라이벌 문화 (예; 왜 우리는 한일 전에 열광하는가?, 국내외 라이벌 

문화 탐구)
§ 키워드: 라이벌, 한일전, 축구, 야구

10 § 우리나라 스포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고대스포츠, 근대스포츠, 현대스포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