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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인류가 편리한 삶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움직임으로써 

성취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행복의 가치는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의 역할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스포츠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를 이끌어 갈 전문인의 요구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는 신체활동과 스포츠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체계와 문화를 형성함과 동시에 이를 후속 세대에게 전파할 참 교육자의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최고의 교수진과 연구진은 우수한 시설 및 교육과정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올바른 인성, 과학적 사고와 전문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포츠 

관련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 건전한 정신, 빛나는 지성을 갖춘 스포츠 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들과 함께 세계를 이끌어 갈 우수한 

연구를 수행하여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체육교육과 학과장

송  욱 교수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는 학생들에게 이론 및 실기 교과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체육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론 지식과 실기능력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학원의 세부 전공 영역에서는 지식 습득과 탐구 

능력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스포츠과학연구소를 필두로 하여 모든 

분야의 전공에서는 각 연구실을 갖추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연구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고 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세계적 리더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전문 지도자, 연구 인력으로 거듭납니다.

● 최우수 교수진이 함께 합니다.

● 교육과 학문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세계적 리더, 전인적 리더로 나아갑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학생은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갈 차세대 리더들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스포츠 관련 기업 및 기구 등 여러 단체에 소속되어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체육교사와 교수로 진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스포츠 연구 분야에서도 그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는 세계 일류대학으로부터 박사학위를 받은 유수의 교수진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환경에서 다양한 지식과 운동 능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계 명문 대학에서의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최고의 지도자로 양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술연구와 논문에 있어서도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학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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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덕·지 도보여행

‘체·덕·지 도보여행’은 매년 2학기 초에 열리는 학생 전체 행사로 학교를 

벗어나서 자연과 더불어 호흡하며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게 한다.

 체·덕·지 도보여행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등산 및 트래킹이 있으며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자유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

학생
활동



스포츠 활동

체육교육과 학생들은 운동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학생들과 

교류하며, 스포츠 관련 경험과 지식을 습득한다. 단순히 스포츠를 

즐기는 것에서 나아가 각종 대회나 행사에 참가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남겨주는 활동이다.

장학금 수여식
매 학기 초, 지난 학기 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과 

생활에 성실히 임한 학생들을 축하하는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된다. 학기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써 

방학동안 교류가 없었던 교수 및 학생들 간 인사를 나누는 

교류의 장이 되며, 장학금수혜자의 모습을 통해 학업에 정진하고 

성실히 학과생활을 할 동기를 부여해 주는 행사이다.



저희 과는 전체 학부생 수가 약 200명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 자리에 뭉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체덕지 도보 여행인 ‘반더포겔’을 통해서는 여러 

학년의 학생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추억도 쌓을 수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이 행사를 체육교육과의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교수님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같이 도보 여행을 하면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다양한 스포츠 체험들을 하면서 교수님들과 훨씬 친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체육문화연구동에서는 스포츠 관련 강연 및 학회가 자주 열립니다. 엄홍길 

대장과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 스포츠인의 강연을 비롯하여 외국학자 초청 학회 등이 진행되기에 스포츠 

분야의 견문을 넓히는데 많은 기회를 제공받고 있어요.

양혜정
“자랑”



저는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는 학교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체육수업이 

있는 날이면 학교 가는 게 즐거웠거든요. 꼭 체육시간이 아니더라도 많은 학생들에게 

등굣길이 즐거울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행정가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스포츠를 통한 교육이 가지고 있는 힘과 

영향력을 보다 많은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박병찬
“꿈”



체·덕·지를 겸비한 다변화된 미래사회의 중추적 리더
4차 산업시대를 화두로 예측이 어려운 미래사회에 맞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의 중추적인 리더 자질을 갖춤

◦ 서울대 체육교육과에서 제공하는 전공실기 및 이론과정을 통해서 습득된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스포츠 분야뿐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듬직한 자질을 갖춤

체 :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진 듬직한 리더

덕 : 인성과 덕을 겸비한 인간적인 리더

지 : 지식과 실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
◦ 스포츠 전공 영역뿐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다방면의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세계적 리더로서 자질을 갖춤

◦ 스포츠를 통해 배우는 스포츠맨십과 배려심, 협동심 등을 사회로 환원하여 따뜻한 품성을 가진 전인적 리더의 자질을 갖춤

학부교육철학



대학원
연구분야

스포츠철학

스포츠역사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정보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과학

운동학습 및 발달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특수체육

운동역학

스포츠공학

운동생화학

인간운동과학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소비자행동

스포츠미디어

스포츠산업

국제스포츠개발

스포츠참여증진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김유겸 교수
스포츠조직인사, 
스포츠행동과학
ykim22@snu.ac.kr

강준호 교수
스포츠마케팅,
국제스포츠개발협력
kangjh@snu.ac.kr

김기한 교수
스포츠미디어, 스포츠광고홍보, 
e스포츠, 스포츠미디어 빅데이터
kihan@snu.ac.kr

김선진 교수
운동학습 및 발달, 제어
seonkim@snu.ac.kr

김연수 교수
스포츠의학
kys0101@snu.ac.kr

나영일 교수
한국체육사
dowon@snu.ac.kr

문효열 교수
운동생화학
skyman19@snu.ac.kr

권순용 교수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정책
kwonsy@snu.ac.kr

권성호 교수
스포츠심리학
sh1kwon@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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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근 교수
건강증진, 건강행동, 스포츠참여
cgl81@snu.ac.kr

임충훈 교수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소비자행동
yuchoong01@snu.ac.kr

최의창 교수
스포츠교육학
ecchoi67@snu.ac.kr

박재범 교수
생체역학
parkpe95@snu.ac.kr

박일혁 교수
스포츠정보학
ipark@snu.ac.kr

송욱 교수
운동생리학
songw3@snu.ac.kr

안주은 교수
스포츠공학 및 융합기술
ahnjooeun@snu.ac.kr

이옥선 교수
스포츠교육학
okseonlee@snu.ac.kr

이용호 교수
특수체육
gophers@snu.ac.kr

교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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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명예를 담아 영원히 기록될 나눔의 가치를 헌정합니다. 본부 행정관과 발전기금 
사무실 로비의 명예의 전당 등 서울대 주요 기관 곳곳에 기부자들의 명예와 나눔의 가치를 
전시하여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발전기금 사무실 로비 명예의 전당> <체육문화연구동 명예의 전당> 

학교시설 이용편의, 서울대병원 이용편의 등 더욱 다양한 예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T.02-880-8004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T.02-880-7803

기부자 예우



기부 유형: 현금 기부, 유가증권 기부, 유산 기부, 기부 보험, 부동산 기부, 해외 기부

발전기금

기부 방법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

자동이체 (CMS)

교직원 급여공제 

ARS 후원

해외 약정

편하신 계좌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 농협 079-17-000136

신한 100-014-328209
우리 1006-601-280134

기부자가 요청하는 신용(체크)카드나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및 이체일을 지정하시면 직접 납부하실 필요없이 자동으로 기부금이 납입됩니다.

서울대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급여 자동 인출을 통해 기부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060-700-8004로 전화 주시면 한 통화에 5,000원이 기부됩니다.

미국 거주자께서는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해외 
거주자께서는 발전기금 사무실에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일반 약정

온라인 약정

방문 약정

약정 방법
발전기금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문자, 팩스, 메일, 우편으로 송부해주시면 약정이 진행됩니다.
※ 발전기금 출연 신청서 다운로드: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홈페이지 - 게시판 – 자료실
(http://sports.snu.ac.kr/ko/board/notice5/view/66)
문자 1666-2930
팩스 02-872-4149
이메일 snuf@snu.ac.kr
우편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연구공원본관(940동) 2층

홈페이지( www.snu.or.kr)를 통해 편리하게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해주시면 출연에 대한 자세한 상담 후에 약정이 진행됩니다.
전화 02-880-8004, 02-871-8146

개인

상속

법인

미주 재단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내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15%, 초과분은 기부금의 30% 세액 공제)

유증 및 사인증여, 상속인의 상속 재산 출연 시, 기부금 전액에 대한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부 시)

법인세법에 따라 연간 이익 금액의 50% 범위 내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미국 납세자께서는 미연방국세청(IRS) 면세승인기관(501-C-3)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을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give2snu.org

세제 혜택

http://sports.snu.ac.kr/ko/board/notice5/view/66
mailto:snuf@snu.ac.kr
http://www.give2snu.org
http://www.snu.or.kr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71-1동 체육문화연구동 [08826] 

조교실

71-1동 404호

입시 02.880.7806

교무 02.880.7807 

학생 02.880.7803

대학원 02.880.7618

학과 사무실

71-1동 402호

02.880.7788

http://sports.snu.ac.kr

71-1

체육관

야구장

종합운동장

정문

SK경영관

체육문화
연구동

71-1

http://sports.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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