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 꿈을 이루는 행복한 대학

교과과정 학과소개

학과교수소개

성  명 전공과목 연락처

장재훈 교수 운동생리학 (062) 940-3603

천성용 교수 스포츠의학 및 선수재활 (062) 940-3619

홍성진 교수 경기 분석 (062) 940-3614

진로 및 취업

Dept. of Football Science

축구학과

# 교육목표

스포츠산업의 많은 부분과 연계되어 있는 세계적인 공통언어인 축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이론 교육과 현장 위주의 실습을 병행한 

교육과정을 통해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축구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동아리 내  용

지도자
동아리

-  유럽FA, AFC, KFA,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자격취득 준비

- 축구교실 훈련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유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정, 방과후 학교 축구지도)

경기분석
동아리

- 대학리그, K3리그, 각종 경기 촬영 및 경기분석

-  스포츠코드, 다트피쉬, 프리미어 등 경기분석

   프로그램 활용 능력 배양

심판
동아리

- KFA 심판 자격취득 준비

- 주말리그 심판 활동

행정
동아리

- 대학축구리그(U리그), K3 리그 운영 및 진행

- 국내프로축구단 행정분야 인턴 활동

- 스포츠경영관리사 자격증 취득 준비 

스포츠의학
(재활트레이너)

동아리

- KATA 자격 취득 준비

- 호남대학교 축구부, 평창FC 선수관리 및 의무지원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

- 방학을 이용한 현장실습활동

1학년
축구문화와 역사, 축구원리, 축구기본기술 Ⅰ·Ⅱ,

영어, 축구전술의 이해

2학년
•

3학년

유소년축구지도법, 축구전술 및 전략, 

청소년축구지도법, 

축구주기화훈련프로그램, 운동상해와 재활, 

재활트레이닝, 축구의학, 경기분석, 

축구데이터분석, 축구영상분석,

경기 규칙 및 심판실기, 축구 행정 및 정책, 

스포츠마케팅, 운동학습 및 심리, 코칭론

분야별

전공

심화실습

Ⅰ·Ⅱ

·Ⅲ·IV

4학년 축구현장실습 Ⅰ·Ⅱ

■축구전문인재 양성

-  축구지도자 및 심판 자격 취득과 대한축구협회 주관 대회의 

   지도자 및 심판 활동 기회 제공

- 최첨단 경기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경기분석관 양성

-  각종 축구산업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이론 및 실기 교육과정 운영

■지방대학특성화사업 Hat–Trick 사업단 선정

- 2014년~2018년 15억 정부지원

- 학생역량강화 주력

■전공동아리 운영

■현장·실무 연계 교육과정 운영

■축구 및 스포츠 관련 모든 스포츠산업분야로 취업 가능

- 축구코칭스텝(감독 및 코치, 피지컬코치, 재활트레이너)

- 직업선수(K-1, K-2, K-3, K-4리그 등)

- 심판(국제심판, 프로심판, 국내심판 등)

- 경기분석관

- 에이전트, 행정가, 미디어 및 마케팅 분야 등

입/학/상/담

■학과장ㅣ장재훈 교수 (062) 940-3603
  •E–mail : phyjang@honam.ac.kr

■입학담당ㅣ천성용 교수 (062) 940-3619
  •E-mail : smchun@honam.ac.kr

■학과사무실ㅣ조교 (062) 940-3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