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교육과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체육교육과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투철한 직업관을 지니고 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는 유능한 여성 체육교사 및 지도자를 육성하는 데 교육 목표를 두고 있

습니다. 이를 위해 이론과 실기의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학적으로 증명된 지식을 바탕으로 역사적, 과학적, 문화

적 측면에서 체육에 대한 탐구와 더불어 습득한 실천 능력을 바탕으로 체·지·덕이 통합된 역량을 갖춘 인재의 양성을 지향합니다.

전진숙명 막강체교, 건강한 삶을 설계하는 

라이프디자인 전문가
SINCE 1963

+ 동아리

-  SMSB(소프트볼) : 쉽게 접하기 힘든 소프트볼을 

배울 수 있으며, 오고 가는 공 속에 사랑을 키울 

수 있는 동아리

-  SC숙명(수영) :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선후배 

간의 정을 돈독히 할 수 있으며, 수영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아리

-  FC숙명(축구) : 땀방울로 하나 되어 ‘축구’라는 

스포츠를 즐기고 K리그컵 여자대학클럽 

축구대회 개최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동아리

-  DEKE(농구) : ‘즐거운 농구’를 모토로 활동하여 

누구보다도 즐겁게 운동하며 실력 향상은 물론 

선후배간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동아리

-  민턴럽(배드민턴) : 배드민턴 실력도 키우고 

인맥도 넓힐 수 있는 사랑이 흐르다 못해 

넘치는 동아리

-  최후의 발악(배구 동아리) : 코치님과 함께 체계 

적으로 운동하며 ‘내’가 아닌 ‘우리’가 스스로 

즐기고 막강한 발악 愛를 가진 열정 넘치는 

동아리

+ Gerlev Physical Education Sport College

in Denmark(국제교류프로그램 글로벌탐방)

학과 및 전공 차원의 국제학술교류를 통해 학과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홍보 효과를 높이는 프로그램 

입니다. 차별화된 국제교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 

양한 스포츠 활동을 체험하고, 각기 다른 형태의 

지도방법을 학습함으로써 지도력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관학연계프로그램운영

K.O.A올림픽아카데미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대한체육회, 진천국가대표선수촌).

+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숙명인 

체험(고교 연계 프로그램)

체육교육과의 교육목표와 여성 체육인(교사 

및 체육 지도자)으로서의 비전을 설명하고, 

입시(실기)에 대한 정보제공 및 체육교육과 리더 

양성 로드맵 안내, 진로탐색 및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과활동

 02-710-9840�

 movement@sookmyung.ac.kr

 http://movement.sookmyung.ac.kr

 진로설계 로드맵

교과과정

이론

▪��체육이 인체, 인간심리,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마케팅 등

실기

▪�체육학문의 실제적 적용

▪�골프, 축구, 농구, 배드민턴, 배구, 육상, 테니스, 수영, 스키, 

볼링 등

교직이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체육

재학중

▪�교육분야 : 중·고교 교사, 생활체육지도사, 

유아체육지도사

▪�공공기관 : 국내·외 체육기관 행정직, 경찰공무원, 

ROTC 소위 임관

▪�기타 : 여가프로그램지도사, 뉴스포츠지도사 등

졸업 후 진로

학과에 적합한 학생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생

▪스포츠 종목에 대한 관심

▪탄탄한 기초체력과 리더십·협동심 겸비

준비사항

▪체육, 생명과학, 사회 교과목 학습

▪전공수업 이해를 위한 영어실력 향상

입학전

이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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