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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16쪽   나의 평소 식습관 알아보기 교과서 17쪽   나의 평소 운동습관/생활습관 알아보기

건강 - 학습활동지  I

1. 일주일간 자신의 식생활은 대체로 어땠는지 다음 문항에 각각 체크하고 평가해봅니다. 

문 항 2일 이하 3~5일 6~7일

 1. 규칙적인 시간에 3끼 식사를 한다. 1 3 5

 2. 매끼 골고루 식사를 하며 편식하지 않는다. 1 3 5

 3. 아침 식사는 꼭 먹는다. 1 3 5

 4. 식사량은 언제나 적당히 한다. 1 3 5

 5. 즐거운 마음으로 여유 있게 식사를 한다. 1 3 5

 6. 1일 2끼 이상 고기, 생선, 달걀, 콩, 두부 중 하나라도 섭취한다. 1 3 5

 7. 녹황색 채소(당근, 시금치 등)를 섭취한다. 1 3 5

 8. 식물성 기름(들기름, 식용유 등)이 첨가된 음식(나물, 볶음, 튀김)을 섭취한다. 1 3 5

 9. 우유나 유제품(요구르트 등)을 먹는다.  1 3 5

10. 과일이나 과일주스(무가당)를 섭취한다. 1 3 5

11. 해조류(미역, 김, 다시마 등)를 섭취한다. 1 3 5

문 항 예 가끔 아니오

12. 거의 매일 외식을 한다. 1 3 5

13. 매일 가공식품(라면, 과자 등)을 먹는다. 1 3 5

14. 매일 동물성 기름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1 3 5

15. 매일 짠 음식(젓갈, 장아찌 등)이나 화학조미료를 섭취한다. 1 3 5

16. 매일 단 음식(설탕, 꿀, 엿, 콜라, 빵 등)을 섭취한다. 1 3 5

17. 매일 카페인(커피, 차 등)이 든 음식을 하루 3잔 이상 마신다. 1 3 5

18. 매일 과음 및 잦은 음주를 한다. 1 3 5

19. 매일 담배를 피운다. 1 3 5

20. 규칙적인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1 3 5

총 점                      점

1. 평상 시 운동 습관을 통해 내가 활동적인지 아닌지를 알아봅시다.

신체 활동 지수는 평상시 운동량을 알아보는 척도로서 운동 빈도, 운동 강도, 운동 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신체활동 지수: 운동 빈도(           ) × 운동 시간(           ) × 운동 강도(           ) = (            )점     

점수 알아보기

20∼49점
당신은 식습관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좋지 않은 식습관은 만성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사 지침인 ‘제때에, 

골고루, 알맞게, 싱겁게’를 항상 염두에 두어 생활하길 바라며, 식생활 전문가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50∼79점
당신의 식습관은 보통 수준입니다. 좋은 식습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더 나은 식생활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며, 평상 시 식사지침을 지키면서 생활하길 바랍니다.

80∼100점
당신의 식습관은 좋은 편입니다. 

현재의 식습관을 유지하고, 가족이나 주위 친구들에게도 권장하기 바랍니다. 

[1] 운동 빈도(얼마나 자주 하는가?) 점수

1주일에 1회 이내 0

1주일에 1회 1

1주일에 2회 2

1주일에 3회 3

1주일에 4회 4

1주일에 5회 이상 5

[3] 운동 강도(얼마나 힘든 운동을 하나?) 점수

심박수의 변화가 없다. 0

심박수가 약간 오른다(천천히 걷기, 볼링, 맨손체조 등). 1

심박수가 조금 오르고 호흡수가 약간 늘어난다(탁구, 배드민턴 등). 2

심박수와 호흡수가 적당히 빨라진다(자전거 타기, 느리게 수영하기, 빠르게 걷기). 3

호흡수가 빨라지고 땀이 조금 흐른다(농구, 축구 등). 4

호흡수가 많아지고 땀이 줄줄 흐른다(오래 달리기 등). 5

[2] 운동 시간(얼마동안 운동 하는가?) 점수

5분 이내 0

5분에서 14분 1

15분에서 29분 2

30분에서 44분 3

45분에서 59분 4

60분 이상 5

2. 평가하기

61점 이상 41~60점 25~40점 15~24점 14점 이하

매우 활동적 활동적 보통 비활동적 매우 비활동적

3. 활동적인 생활습관 점검하기 

문 항 거의 실시 가끔 실시 실시 안함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보다는 계단 이용하기 1 3 5

 2. 가까운 곳(15~20분 이내의 장소)은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기 1 3 5

 3. 적어도 매일 한 가지 집안일 하기: 방 청소, 설거지하기 등 1 3 5

 4. 쉬거나 TV 볼 때 스트레칭 생활화하기 1 3 5

 5. 컴퓨터 게임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신체 활동(스포츠)에 참여하기 1 3 5

 6. 전화로 친구와 대화를 나누거나 문자를 보내기보다는 직접 찾아가 대화하기 1 3 5

※내가 고쳐야 할 생활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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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42쪽   나의 자세 점검해보기

나의 자세를 점검해봅시다. 

문 항 그렇다 아니다

 1. 내 자세는 바르다고 생각하나요?

 2. 양 어깨의 높낮이가 다른가요? 

 3. 양쪽 무릎이 붙지 않는 ‘O’형 다리인가요? 

 4. 다리의 길이가 똑같나요? 

 5. 고개를 앞으로 많이 숙이고 있는 직업인가요? 

 6.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나요? 

 7. 구두나 운동화가 한쪽으로만 유난히 빨리 닳지 않나요? 

 8. 걸을 때 뒤뚱거리나요? 

 9. 걸음걸이가 어색한가요?

10. 어깨 근육이 많이 뭉쳐있나요? 

11. 등이 뻐근하고 아픈가요?

12. 등이 많이 굽었나요?

13. 목, 어깨가 늘 무겁고 뻐근하고 아픈가요? 

14. 책상 앞에 오래 붙어 있지 못하나요?

15. 집중력이 떨어지며 무기력한가요?

16. 팔,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온 몸이 늘어질 때가 있나요? 

17. 허리가 배나온 사람처럼 앞으로 많이 나와 있나요?

18. 자려고 누우면 허리가 뻐근한가요? 

19. 다리가 당기고 저린가요?

20. 옆으로 자는 습관이 있나요? 

21. 엎드려 자나요? 

22. 높은 베개를 베고 자나요? 

23. 등이 굽게하고 앉아 있나요?

24. 가슴을 펴고 다니나요? 

25. 키가 잘 자라지 않나요?

26. 앉아서 늘 한쪽 다리만 포개는 습관이 있나요? 

27. 뒷주머니에 두툼한 지갑을 넣고 다니시나요?

28. 한쪽 어깨에만 가방을 메고 다니나요?

29. 컴퓨터를 오랜 시간 동안 하나요?

30. 가방을 주로 한쪽으로만 메나요?

합 계 

※‘아니다’에 체크된 항목이 5개 이상이면 나의 자세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교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서 43쪽   나의 신체이미지 확인해보기

1.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각 항목을 읽고 해당되는 점수에 체크해봅시다. 

문 항 전혀 가끔 자주 항상

 1. 나는 거울 보는 것을 싫어한다. 0 1 2 3

 2.  나는 내 체중이나 외모에 대해 걱정이 많기 때문에 옷을 살 때 다소 즐겁지 않다. 0 1 2 3

 3. 나는 내 신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있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다. 0 1 2 3

 4. 나는 내 신체 때문에 운동이나 스포츠에 참여하기를 꺼린다. 0 1 2 3

 5. 나는 모르는 이성과 함께 있을 때 내 신체에 대해 약간 난감해진다. 0 1 2 3

 6. 나는 내 신체가 추하다고 생각한다. 0 1 2 3

 7. 나는 내 신체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0 1 2 3

 8. 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내 신체를 약간 의아해하면서 본다는 느낌이 든다. 0 1 2 3

 9. 나는 나보다 체중이 더 나갈 것 같은 사람을 보면 내 자신과 비교하게 된다. 0 1 2 3

10. 나는 내 신체 때문에 여러 신체 활동을 즐기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0 1 2 3

11. 나는 체중 때문에 죄책감을 갖는다. 0 1 2 3

12. 내 신체나 외모에 대한 나의 생각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다. 0 1 2 3

총 점                      점

점수 알아보기

0∼13점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인(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4∼35점 보다 건강한(좋은) 신체 이미지를 가지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36점 이상
건강하지 못한(부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습관 및 일상생활 습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고, 

꾸준하게 운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신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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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56쪽   운동 상해 예방과 건강한 스포츠 활동 교과서 58쪽   운동 상해의 종류와 응급처치 

안전 - 학습활동지II

내용  안전수칙 

나의 건강상태 확인하기  

준비운동 실천하기 

지나친 반칙하지 않기 

어려운 동작하지 않기 

운동장비 갖추기 

운동 종류 나타날 수 있는 상해  응급처치법

타박상 
찬물이나 얼음 등으로 냉찜질을 하여 

부기를 가라앉힌다.

찰과상

상처 부위의 더럽혀진 조직들을 

깨끗한 핀셋 등으로 제거하고  

깨끗하게 소독한다.

염좌
상처 부위는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냉찜질을 한다.

근육경련
무릎을 펴고 발목을 발등 쪽으로 쭉펴는 자세로 

근육을 이완시켜 준다.

다음은 운동 상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스포츠 활동을 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을 관찰하여 각각의 장면에 어울리는 안전 수칙을 적어 보자.

다음 사진을 보고 운동 중 나타날 수 있는 상해와 응급처치법을 적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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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63쪽   심폐 소생술 실시 점검 교과서 65쪽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익히기

안전 - 학습활동지II

모둠을 이루어 심폐 소생술을 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점검해 보자.

가슴 압박

•위치 : 양쪽 젖꼭지를 연결한 선의 중앙 부위를 누르는가?

•자세 : 팔꿈치를 곧게 펴고 환자의 가슴과 수직을 유지하는가?

손가락을 가슴에 대지 않고 압박하는가?

•깊이 : 5~6cm 깊이로 압박하는가?

•속도 : 분당 100~120회 이상의 속도로 압박하는가?

인공호흡 

•코를 잘 막고 실시하는가?

•가슴이 부풀어 오를 수 있도록 충분히 숨을 불어 넣는가?

집중도

•생명 존중의 자세로 집중하여 진지하게 실시하는가?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올바른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법을 설명하고 순서대로 적어 보자.

심폐 소생술 점검표

이름  
의식

확인 

119

신고 

가슴압박 30회
기도

열기 

인공호흡

 (2회) 
집중도 

위치 자세 깊이 속도

김◦◦ ◦ ◦ ◦ ◦ ◦ ◦ ▵ ▵ ◦

이◦◦

박◦◦

홍◦◦

  

점검포인트

순서 사용방법  사용법 설명하기  

➋ 두 개의 패드 부착

➊  전원 켜기

➎ 즉시 심폐 소생술 다시 실시

➌ 심장 리듬 분석

➍ 제세동 실시

◦잘함   ▵보통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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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89~93쪽   도전의 원리 교과서 98~102쪽   육상 학습활동지 

도전의 원리 

최고의 투척 기록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중력가속도가 ( 크고 / 작고 ), 기압이 ( 높아 / 낮아 ) 공기저항을 줄일 수 있는 고도가 높은 지역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한 ( 빠른 / 느린 ) 속도

•투사 높이에서의 이득을 위해 키가 ( 큰 / 작은 ) 선수

•무거운 물체를 이겨내기 위해 체격이 ( 큰 / 작은 ) 선수

•적정한 투사각도 약 ( 42~43° )로 던지기

다음 경기 사진을 보고 경기에 작용하는 힘과, 힘을 어떻게 활용 혹은 극복하는지 탐색해 보자.

최고의 속력을 얻기 위해 공기와의 마찰을 최소화 하는 유선형의 헬

멧을 쓰고 AERO 자세를 취한다. 원심력과 구심력을 최대로 활용하

기 위해 경사각이 있는 벨로드롬 경기장에서 경기를 실시한다. 

스키점프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기이다. 육상경기와는 달리 

뒷바람보다는 앞바람을 활용해 양력을 만들어야 한다. 양력을 최대

한 이용하고 공기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키에 밀착한 자세가 필

요하다.

“최고로 빠르게 최대한 멀리”  나의 도전 기록史

1. 자신의 도전 구호와 팀 도전 구호를 외쳐본다.

2. 기록 도전 활동 목표를 설정하고 작성한다. (자신수준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한다.) 

3. 활동 후에는 목표 달성 성공여부를 기록한다. (기록의 예 - 성공 :              재도전 :            )

나의 도전 구호

육상 활동 나의 현재 기록
1차 2차

목표 기록 도전 기록 목표 기록 도전 기록

50m

달리기

나의 기록 (  9  )초 (  05  )

8초 95

9초 01

8초 95

8초 99

목표 달성 여부 ( 성공 / 재도전 )

멀리

뛰기

나의 기록

( 6차시기 )
( 1 )m ( 60 )cm

1m 70cm

1 1m 35cm

1m 70cm

1 X

2 X 2 1m 38cm

3 1m 60cm 3 X

4 1m 55cm 4 1m 51cm

5 X 5 1m 63cm

6 1m 47cm 6 1m 57cm

목표 달성 여부 (성공/재도전) ( 성공 / 재도전 )

이어

달리기

우리 팀의 기록 (  1  )분 ( 15 )초 

1분 10초 

1분 13초

1분 10초 

1분 09초

목표 달성 여부 (성공/재도전) ( 성공 / 재도전 )

장거리 

달리기

나의 기록 (  6  )분 ( 13 )초 

5분 59초 

6분 02초

5분 59초 

5분 54초

목표 달성 여부 (성공/재도전) ( 성공 / 재도전 )

형성

평가

[ 질문 1 ] 자신의 도전 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성취하였나? 

( 다른 종목은 적절한 목표를 세웠으나, 멀리뛰기의 경우 목표가 높았던 것 같다. )

[ 질문 2 ] 지속적으로 자신의 최고 기록에 도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장거리 달리기는 꾸준히 노력했던 결과,         

목표를 성취했던 것 같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다른 종목에서도 더 멋진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도전 - 학습활동지  III

컬링은 얼음 위에서 브러시로 얼음 표면을 문지르며 스톤(돌)을 미끄러뜨려 표적(하우스)에 보내 득점

하는 경기이다. 이 도전 스포츠는 어떠한 힘을 활용하는 것일지 탐색해 보자.

컬링은 얼음 위를 미끄러지는 스톤에 작용하는 마찰력을 활용하는 경기로 브러시로 얼음을 녹이며 마

찰력을 조절하여 스톤이 표적방향으로 더 잘 미끄러지거나, 덜 미끄러지도록 한다. 또한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스톤은 서로 부딪쳐도 그 충격력으로 인해 부서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다. 

•충격력 :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스톤      •마찰력 : 스톤과 얼음, 브러시와 얼음 

경영 경기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힘은 항력과 부력이라 할 수 있다. 부력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물 속에서 뜰 수 있으며, 항력감소를 위해 물속 저항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소재 수영복 등장하였다. 

2009 로마 세계 선수권 대회 이후 경기에서 전신수영복 착용이 금지된 이유를 조사해 보자.

선수들은 첨단소재와 과학이 결합된 전신수영복을 입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26개, 이듬해 로

마 세계선수권에서는 43개의 세계신기록을 쏟아냈다. 이로 인해 어디까지가 과학이고, 어디부터가 

기술의 도핑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선수들의 기량이 아닌 장비에 선수의 기록이 좌우된

다는 비판이 나타나 세계수영연맹(FINA)은 2010년 1월부터 전신수영복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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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98~105쪽   육상 학습 서술형 활동지 교과서 109~110쪽   체조 학습 팀 경기 심판 기록지

팀 경기 심판 기록지

심판명 홍 길 동 경기 팀 이름 도전팀 

동작  영역 채점 기준 감점 체크 횟수 합계

앞구르기

뒤구르기

과학적 원리  
① 신체의 좌우축을 사용하여 라인을 따라 구르지 못했다. 0.1 0.1

② 회전반경을 최대한 짧게 하기 위해 몸을 둥글게 하여 구르지 못했다. 0.1

기능

① 두 발이 모아지지 않았다. 0.1 0.1

② 뒤구르기 시 손 짚는 위치가 바르지 못했다. 0.1

③ 마지막 동작에서 두 손으로 무릎과 발목 사이를 잡지 못했다. 0.1

자기 통제 ① 동작을 할 때 비틀비틀하거나 쑥스러워하여 동작을 바르게 하지 못했다. 0.1 0.1

다리벌려

앞구르기

다리벌려

뒤구르기

과학적 원리  
① 신체의 좌우축을 사용하여 라인을 따라 구르지 못했다. 0.1

② 회전속도를 빠르게 하지 못했다. 0.1 0.1

기능 ① 마지막 동작에서 무릎을 굽혀 일어난다. 0.1 0.2

자기 통제 ① 동작을 할 때 비틀비틀하거나 쑥스러워하여 동작을 바르게 하지 못했다. 0.1 0.1

균형잡기

과학적 원리 ① 기저면 안에 무게중심이 위치하지 못하였다. 0.1

기능 ① 5초 이상 버티지 못하고 비틀거린다. 0.1 0.1

자기 통제 ① 동작을 할 때 비틀비틀하거나 쑥스러워하여 동작을 바르게 하지 못했다. 0.1 0.1

돌기

과학적 원리
① 회전력을 크게 하기 위해 발을 빠르게 차지 않았다. 0.1

② 회전력을 크게 하기 위해 손을 짚는 순간 팔꿈치를 펴 회전반경을 크게 하였다. 0.1 0.1

기능 ① 착지자세가 불안정하여 넘어졌다. 0.1 0.2

자기 통제 ① 동작을 할 때 비틀비틀하거나 쑥스러워하여 동작을 바르게 하지 못했다. 0.1

구분  
앞구르기 

뒤구르기  

다리벌려 앞구르기 

다리벌려 뒤구르기  
균형잡기 돌기  

횟수 4회 3회 2회 4회 

동작점수 

동작당 3점 동작당 5점 동작당 2점 동작당 10점

( 4 )회 × 3점 ( 3 )회 × 5점 ( 2 )회 × 2점 ( 4 )회 × 10점

12점  9점  6점  12점  

최종 동작점수 
동작점수 - 감점합계

11.7점  8.6점  5.8점  11.7점  

총 득점 :  (        37.8        )점

1. 이어달리기

㉠ A-C-B-D             ㉡ 크라우칭 스타트

2. 뜀뛰기

결과 : 높이뛰기 1위 B선수, 멀리뛰기 1위 D선수

높이뛰기는 한 높이에 3회의 시기가 주어진다. 최고 기록이 높은 선수가 1위를 하게 되고 같은 성적일 때에는 시기 횟수가 적은 선수,  

 시기 횟수가 같은 경우 무효 시기가 적은 선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멀리뛰기는 한 선수가 6번의 도약을 실시하여 그 중 가장 좋은 기록을 비교하여 순위를 판정하고 최고기록이 같으면 두 번째 좋은 기록을  

 비교하여 순위를 정하고, 기록이 같을 때에는 세 번째 좋은 기록을 비교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2. 뜀뛰기

높이뛰기 기록표(○ : 성공,  × : 실패(무효),  - : 패스)

구분  170cm  175cm 180cm 185cm 190cm 195cm 결과 

A선수 ◦ ◦ ◦ ×◦ ××◦ ×◦

B선수 ◦ ◦ - ×◦ ×◦ ×◦

C선수 ◦ ◦ ×◦ ×◦ ××◦ ×××

멀리뛰기 기록표(× : 실패(무효))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결과 

D선수 547cm × 605cm 605cm 580cm ×

E선수 597cm 602cm 521cm 579cm × 605cm

F선수 582cm × × 553cm 587cm 601cm

1. 이어달리기

밑줄 친 ㉠의 학생들을 가장 이상적으로 배치하고(4점), ㉡에서 1번 주자가 연습한 출발방법을 제시하시오(2점).

◯◯고 체육대회에서 학급별 400m 이어달리기를 위해 1학년 6반에서는 ㉠ 출발이 가장 빠른 A학생과 곡선주로를 잘 달리는 B학생,  

가장 빠르고 배턴터치에 능한 C학생과 직선주로를 잘 달리는 D학생을 뽑아 달리는 순서를 정하였다. 

그리고 ㉡ 1번 주자에게 출발방법을 연습시키고 각 주자간 배턴터치 연습을 실시하여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하였다.

㉠                  ㉡       

모범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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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117~120쪽   태권도 학습 서술형 활동지 교과서 122쪽   자기극복

1. 태권도 경기 심판법

㉠ KO승             ㉡ 주심 직권승             ㉢ 반칙승

2. 태권도 품새

태권도의 품새는 겨루기 기술을 향상시키고 동작의 응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공격과 방어의 다양한 기술을 연결하여 혼자

서도 체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든 일련의 동작이다. 품새선은 품새를 할 때 발의 위치와 이동방향을 선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글

자의 모양을 본 따 만든 것이다. 태극품새는 왕(王), 고려품새는 사(士), 금강품새는 산(山) 자 모양을 그리게 된다. 

교과서 122쪽의 동양의 사상과 위의 서양의 사상을 비교하여 자기극복에 대한 관점을 비교해 보는 활동을 구성한다. 

[ 예시 ]  서양의 사상이 자신의 정신력을 강하게 키우고, ‘힘에의 의지’를 위해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한다

면, 동양의 사상은 자신을 반성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조절하여 용기를 내어 도전하고, 실패로 인해 좌절할 때 냉정함과 이

성을 잃지 않고 자신을 극복하여 도전목표를 성취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1. 태권도 경기 심판법

다음 중계방송을 읽고 ㉠, ㉡, ㉢경기 결과 판정 기준을 작성하시오. 

1. 다음 서양과 동양의 사상 속에 나타난 자기 극복의 개념과 의미를 이해하고, ‘자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토의해 보자. 

㉠                        ㉡                 ㉢    

모범 답안 지도 TIP 

2. 태권도 품새

태권도 품새와 품새선에 대해 서술하고 품새선의 예를 3가지 제시해 보자.(150자 이내)

	  	 	 	 	 	 	 	 	 	 	 	 	

 	 	 	 	 	 	 	 	 	 	 	 	  

	 	 	 	 	 	 	 	 	 	 	 	  	

	 	 	 	 	 	 	 	 	 	 	 	 	 	

 	 	 	 	 	 	 	 	 	 	 	 	  

	 	 	 	 	 	 	 	 	 	 	 	  	

캐스터 :  안녕하십니까! ○○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경기도 교육감배 태권도대회 중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라이트급 8강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설자 :  네! 8강전 4경기가 모두 끝이 나서 준결승 진출자들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캐스터 :  그렇다면 한 경기씩 경기결과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설자 :  제 1경기는 ㉠ A 선수의 정당한 뒤후리기 공격에 의해 턱을 가격당한 B 선수가 넉다운(knock down) 되어 여덟을 셀 때

까지 일어나지 못하여 경기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 2경기는 ㉡ C 선수의 찍기 기술에 얼굴을 가격당한 D 선수의 

안면부에 출혈이 심해지자 주심이 의사의 자문을 받아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 선수의 부상이 걱정입니

다. 그리고 제 3경기는 ㉢ E 선수의 반칙에 의해 감점이 -4점이 되어 효과적인 공격이 없이 경기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

로 제 4경기는 경기종료 15초 전 F 선수가 앞차기로 1점을 득점하여 4:3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4경기 모두 대등하고 

우수한 기량을 선보여 준결승전의 승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 말의 의미는 과거 신을 끌어들여 설명하려 했던 현상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시작하면서 신의 

존재는 무의미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신이 사라지자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데 있어 방향감각이 사

라지고 허무주의가 발현되었지만, 니체는 신을 죽인 행위를 위대한 행동으로 보았다. 신을 죽인 것

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믿고 삶을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후 사

람들의 삶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자 니체는 새로운 삶의 철학을 신이란 

존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찾았다. 고통과 고난을 겪고서도 삶을 

긍정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을 키우는 것에 의미를 두었고 인간의 정신력, 힘의 의지를 강화시키

는 것이 선한 행동으로 보았다.

즉, 니체의 주요 사상인 ‘힘에의 의지’는 강한 힘과 정신력은 자기 극복에서 발현된다고 본다. 강한 

사람 즉 초인이란 험한 운명이 반복되더라도 자신의 인생을 긍정하는 사람이라고 니체는 말한다. 

하수나 강물을 끌어들이고서 자기 속성을 잃지 않는 바다처럼, 초인은 궂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오

히려 그런 것을 자기발전계기로 받아들인다. 

현대불교신문. 2014.3.21.

니체(Nietzsche, Friedrich 

Wilhelm, 184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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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136쪽   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일지

학급대항 스포츠클럽 대회를 개최하고 경기에 참여한 경기내용과 느낀 점을 적고, 경기에서 실천한 페어플레이의 내용을 작성해 보자. 

종목 농구

일시 20     .      .      . 장소 ◯◯학교 체육관 

팀명 바스켓GOOD 경기결과 승리 (   ◦   )  /  패배 (          )

선수

이름 포지션 포지션 배치 이유

강백호 파워 포워드 키가 크고, 체격이 좋으며, 점프력이 탁월해 리바운드에 유리함.

서태웅 스몰 포워드 미들슛이 뛰어나고 포스트 주변에서 움직임과 슈팅 능력이 좋다.

채치수 센터 키가 가장 크고 체격이 좋아 리바운드 능력이 좋다.

정대만 슈팅 가드 3점슛을 가장 잘 한다.

송태섭 포인트 가드 드리블과 패스 능력이 우수하고 리더십이 뛰어나다.

승리하거나 패한 이유

승리한 이유

• 경기 후반에 체력이 부족하여 역전패를 당한 지난 번 경기의 교훈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단점이었던  

체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켜 경기 후반에 좋은 수비와 많은 득점을 하여 승리하게 되었다.

•우리 팀만의 특징을 잘 살려 전술을 연습하였고, 실전처럼 연습한 결과 승리하게 되었다.  

상대 팀의 장점/단점

•장점: 상대 팀은 키가 큰 센터가 없지만 3점슛을 잘 쏘는 슈터가 2명이나 있다. 

•단점: 키가 전체적으로 작아 리바운드 능력이 부족하다.

우리 팀의 장점/단점

•장점: 키가 큰 센터의 리바운드 능력이 뛰어나고, 포인트 가드가 정확한  패스와 빠른 드리블이 가능하다.

•단점: 3점 슛을 잘 넣는 슈터가 없어, 외곽 플레이가 미흡하다.

보완점

키가 큰 센터를 중심으로 포스트 플레이를 잘하기 때문에 더욱 잘하기 위해 다양한 포스트 플레이를 

통한 공격을 연습하고, 우리 팀에서 가장 외곽 슛을 잘 넣는 선수에게 3점슛 연습을 많이 시키고, 기

회가 되었을 때 패스를 통해 슛 찬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경기 후 느낀점

연습은 실전처럼 해야 실제 경기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라는 말처럼 상대 팀에 대한 분석과 우리 팀의 장점과 단점을 잘 이해하여 보완한다면 보다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천한 페어플레이 행동

우리 팀

•상대 팀이 거친 파울을 많이 하였지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심판의 판정에 잘 따랐다.

•넘어진 상대를 도와주었다.

•경기 전, 후 상대 팀선수와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였다.

상대 팀

•비록 경기에 졌지만, 승리한 우리 팀에게 와서 축하의 말을 건넸다.

•경기 전, 경기 후 우리 팀에게 인사를 함. 

•큰 점수차로 지고 있는 경기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다. 

교과서 138쪽   우리만 알고 있는 몸의 언어 만들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다 보면 선수끼리 또는 지도자와 선수간의 몸의 사인을 통해 소통을 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다. 

우리끼리 알 수 있는 몸의 언어(사인)을 만들어 보자. 

농구 야구 배구

활동방법

•모둠별로 4가지의 상황을 사인으로 만든다. 

•팀의 개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만든다.

•체육시간 및 스포츠클럽 시간에 사용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도록 한다. 

사인 1 

도안 그리기

사인 2 

도안 그리기

사인 1 

설명  우리반의 반장이 손을 X자모양으로 표시하면 모두 한 곳으로 모

여서 승리를 염원하는 우리반의 응원가를 부른다.

사인 2 

설명  누구든지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리면 큰 목소리로 ‘파이팅’이라고   

외친다.

사인 3 

도안 그리기

사인 4 

도안 그리기

사인 3 

설명  손가락을 세 개만 펴면 힘찬 함성을 3초간 크게 외친다.

사인 4 

설명  손가락 5개를 모두 펴서 5를 보여주면 선생님에게 달려가서 애

교있는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선생님’이라고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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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가드가 다른 선수에게 

공격 방법을 몸으로 표현하는 사인

감독이 선수에게 보내는 사인 공격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사인

경쟁 - 학습활동지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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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143쪽   SWOT분석을 통한 강점을 키우고, 약점과 위협을 이겨내는 방법 찾기 

분석 정리하기 

나의 가장 큰 장점은 심폐지구력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20m 왕복달리기인 셔틀런에서 우리반의 최고기록인 80회를 넘겼고 나의 성격상 목표를 정하

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는 근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체육대회에 작년에 없었던 오래달리기 종목이 결정되었고 우리반에서 가장 셔틀런 성적이 좋은 

내가 대표선수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하지만 작년에 다친 발목에 통증이 있어 병원을 예약하고 치료를 받을 것이다. 또한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허리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반 대표가 되어 대회를 나가본 경험이 없고 남들 앞에서 자주 

실수를 하기 때문에 실전처럼 연습하려고 한다. 누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 연습을 실시하고 실제 대회라고 생각하며 연습을 계획 중이다.

다음 SWOT분석의 예시를 보고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나의 강점과 기회를 키우고, 약점과 위협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보자. 

메이저리그 진출 당시 류현진 선수의 SWOT 분석

강점 (Strength)

• 최고 시속 150km 이상의 완성된 직구 

• 한국 최고의 투수가 되는 원동력이었던  

서클체인지업 

• 나이답지 않은 경험과 강한 정신력 

기회 (Opportunity)

• 메이저리그에서 희소성 높은  

왼손 정통파 선발 투수  

• 투수 친화적 홈구장과   

노쇠한 경쟁자  

약점 (Weakness)

• 2005년 인천 동산고 2학년 때  

왼쪽 팔꿈치 수술  

• 스트레스에 따른 고질적인  

어깨, 등 통증  

위협 (Threat)

• 메이저리그에 도사린 변수  

• 사상 첫 메이저리그 직행에  

대한 부담감   

교과서 147쪽   농구과제 활동지 

다음 농구과제 활동지를 사용하여 멋진 그림을 그려보자.  

※ 학습지 사용 요령

1. 아홉 가지 과제를 제시하여 수행이 완수되면 자신이 원하

는 색연필 한 가지 색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다. 

2.  같은 동료끼리 과제를 연습하여 수행이 잘 되지 않는 

과제는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3.  자신있는 과제는 선생님에게 테스트를 받고 통과되면 

두 가지 색을 받을 수 있다. 

4.  과제를 완수하면 확인란에 ‘◯’으로 표시한다. 

5.  과제완수와 동시에 색연필(1기능당 1색) 사용 권한을 

받아 좌측의 그림에 색칠을 할 수 있다.

순 기능 과제
확인

(수행 완수 시 ◯으로 표시)

1 볼 핸들링 허리를 중심으로 공 돌리기(왼쪽과 오른쪽10번씩)

2

드리블

다리 벌려 그 사이로 공을 바운드하여 뒤로 받기 2회 성공

3 왼손 오른손 번갈아 드리블 10번 연속 가능

4 코끼리코 10바퀴 후 제자리 드리블 20회

5 

슛

골밑슛 30초에 7개 성공

6 자유투 5개 중 3개 성공

7 리버스 레이업 성공

8
패스

2인 1조 동시 패스 10개 성공 (한 사람은 체스트, 다른 한 사람은 바운드패스)

9 5인 1조 볼 동시 패스 10개 성공(5명이 2개의 공을 사용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나의 모습  

강점(S)

•셔틀런( 20m 왕복달리기)을 쉬지않고 80회 이상 할 수 있다.

• 목표를 정하면 목표를 성취하기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정신력

을 가지고 있다.

약점(W)

• 앉아 윗몸앞으로 굽히기 평가에 –5점수를 받았다.

• 작년에 농구를 하다가 다친 발목에 아직 조금 통증이 있고,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허리 통증이 심하다.

주변 상황 

기회(O)

• 이번 체육대회에 오래 달리기 종목이 결정되었다. 

• 우리 반에서 셔틀런 성적이 가장 좋다.

위협(T)

•여지껏 반 대표가 되어 대회를 나가본 경험이 없다.

• 혼자서 하는 연습은 잘하지만 남들 앞에서는 자주 실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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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182쪽   페어플레이 교과서 183쪽   성실한 자세  

다음 사진을 보고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를 통해 진정한 승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농구경기에서 페어플레이를 방해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 보자.

다음 사진의 발은 누구의 발인지 맞춰보고 성실함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결과만을 생각하는 승리 지상주의에 따라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없다.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상대방의 플레이 또한 인정을 해줄 때 

경쟁 스포츠의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으며 스포츠맨십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의 내용보다는 승리만을 생각하는 승리 지상주의가 농구 경기에서 페어플레이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이다.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페어플레이를 방해하

는 요소 중 하나로 신체접촉에 의한 파울을 들 수 있다. 경기 중 과격한 몸싸움은 서로 감정상

흥분을 일으킬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감정에 휩쓸리는 잘못을 저지

르게 된다. 최선을 다하고 상대 선수를 배려하기보다는 자신만 생각하고 순간의 감정에만 의존

하여 페어플레이에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스케이트 선수의 발은 이상화, 축구 선수의 발은 박지성, 발레리나의 발은 강수진, 리듬체조

선수의 발은 손연재이다. 각 종목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선수들이고 그들의 발이 노력의 결

실임을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인생 최고의 능력은 성실함이다.”라는 말이 있다. 위의

선수들의 공통점은 성실함이다. 많은 시간을 훈련에 투자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땀을 흘렸던 사람들이다. 성실한 자세로 훈련에 집중하고 끈기 있는 자세

와 강인한 의지로 자신을 통제하면서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결과는 승패를 떠

나서 의미있는 보답이었고, 성실함은 자신들이 속한 종목에서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경기 중 반칙 스포츠맨십

스케이트 선수 ◯◯◯ 축구 선수 ◯◯◯ 발레리나 ◯◯◯ 체조 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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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188쪽   경쟁 스포츠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슛 

슛은 목표와 같다. 

어떤 일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슛을 쏘아야 하고 슛을 쏘는 것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슛이 잘 들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효과적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구성해야 한다. 

특히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해야 한다. 

패스 

패스는 배려와 같다. 패스를 결코 혼자 할 수 없고 상대방 입장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배려심이 중요하다.

상대가 쉽게 받을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내도 잘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대라면 조금만 어렵게 보내도

받기 힘들어 할 것이다. 상대방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하여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고 보내야 한다.

서브 

서브는 존중이다. 상대방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서브를 해야 한다.

상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브를 하게 될 것이다.

리시브 

리시브는 책임감이다. 리시브는 자신에게 오는 공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배구에서 ‘마이’라고 외치는 것은 내가 리시브하겠다고 동료선수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 순간 그 공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소리이다.

보통 능력이 우수한 사람들이 책임감도 강하여 자주 ‘마이’를 외치게 된다.

그렇지만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반대로 능력이 없는데 책임감만 강하여 자신이 책임만 지겠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번트 

번트는 희생이다.

우리 팀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 때문이다.

나보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치일 것이다.

드리블 

손, 발, 채(라켓) 등을 이용하여 공을 이동시키는 일이다. 공을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드리블을 해야 한다.

이러한 드리블은 자신의 신체를 잘 조절해야 가능하다. 신체를 조절한다는 것은 몸을 원하는 움직임대로 조절하는 것을 말하지만,

몸만을 조절하는 것이 아닌, 마음까지도 잘 조절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몸과 마음을 잘 조절해야 진정한 드리블이 가능한 것이고, 드리블을 통해 단순히 공을 잘 이동시키는 것이 아닌, 몸과 마음의

조절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포지션  

대부분의 일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일을 하거나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자에게 역할이 주어지면 그에 따라 책임을 다하여 일을 해야 한다.

공통적인 목표를 위해 각자의 포지션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하고 맡은 임무에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삼진 

세 번의 기회라고 표현하면 좋을 듯 하다.

한 번의 실수로 끝내는 것이 아닌, 세 번째까지 기회를 주어 그때 실수를 했을 경우 아웃을 시키는 것이다.

삼진을 통해 기회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다음 글을 읽고 경쟁 스포츠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교과서 186쪽   페어플레이 중계와 편파 중계  

다음 사진을 보고 아나운서가 되어 중계를 해 보자.

페어플레이 중계의 경우 편파 중계의 경우

레드 팀과 블루팀 선수들이  

치열하게 몸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레드 팀 선수는 공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블루 팀 선수는 공을 빼앗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태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레드 팀 선수에게 유리한 편파판정 : 

레드 팀 선수가 소유한 공을 

무리하게 블루 팀 선수가 가로채려고 

파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런 상황은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심판은 경고를 주어야 합니다. 

블루 팀 선수에게 유리한 편파판정 : 

레드 팀 선수가 자신의 공을 드리블하기 위해 

블루 팀 선수를 심하게 밀고 있습니다. 

심한 파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블루 팀 선수의 

모습이 안쓰러운데요. 

레드 팀 선수에게 경고를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페어플레이 중계 :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는 중계

• 편파 중계 :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입장에서   

한쪽 팀에게 유리하게 설명하는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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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는 다양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존재한다. 다음 사진 속의 길에 해당하는 이동방법과 이동방향을 기술해 보자. 신체 표현의 움직임 법칙과 수행 원리를 활용하여 나의 진로를 표현해 보자. 

교과서 199쪽   표현 스포츠의 원리 교과서 199쪽   나의 진로 표현해 보기 

              

고속도로는 곧게 뻗어진 길이다.          

직선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앞뒤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직선 모양의 고속도로 

              

오솔길은 구부러진 모양의 길이다.           

‘S’자 모양이나 반달형으로 만들어진 길이다.         

              

곡선 모양의 오솔길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모양의 길이 놓여 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현재 어떤 길을 걷고 있고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지 생각해 보자. 

움직임 법칙(신체, 공간, 에포트, 관계)과 표현의 수행원리(사람, 의도, 장소, 의상 등)를 활용하여 각자의 진로를 그림으로 그려보고, 

그 그림에 따라 표현해 보자.  

여러가지 길 

표현 - 학습활동지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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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댄서의 순정

댄스 스포츠 유형 모던 스탠더드 댄스 음악 Jessic Jay - Chilly Cha Cha 공연장소 연습실 

댄스 스포츠 경연대회나 다른 모둠의 발표를 본 후, 가장 아름다운 동작이 어떤 동작이었는지 3가지만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붙여보자. 

그리고 3가지 동작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적어 보자. 

① ② ③

선정 이유

학교체육시간에 댄스 스포츠를 처음 접하였

고, 그중 모던 스탠더드 댄스인 차차차를 배

웠다. 수업시간에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지

만 무엇보다도 수행평가를 위해 공연을 한 

기억보다는 연습시간에 구슬땀을 흘리며 한 

동작씩 구분해 반복 연습을 하던 것이 생각

나서 위의 사진을 선정하였다.

선정 이유

공연장면이야말로 지금까지 연습해온 것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일 

것이다. 학교 수업 시간에 나의 파트너와 남

들 앞에서 공연을 했을 때는 부끄러웠지만 실

수 없이 작품을 완성했을 때 너무나 기뻤고 

스스로 대견했으며, 그 때가 가장 기억에 남

는다. 그래서 공연 장면을 선정하였다. 

선정 이유

처음 파트너와 손을 잡고 마주보고 섰을 때는 

너무 어색하고 부끄럽기만 했다. 2주간 함

께 연습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손을 제대로 잡

지 못하고 옷만 잡고 연습을 하던 중 파트너

가 먼저 나의 손을 꽉 잡으면서 ‘어색해 하지 

말고 제대로 해보자’라고 말한 뒤 손잡는 것

에 대한 부끄러움 없이 연습을 했던 게 기억

에 남는다. 그래서 위의 사진을 선정하였다.

댄스 스포츠를 감상한 후, 스스로 새롭게 만들어 표현하고 싶은 동작을 2개만 그려보자.

교과서 205쪽   댄스 스포츠 학습활동지 교과서 212쪽   치어리딩 창작 학습활동지

창작의 단계와 창작의 원리를 활용하여 우리 모두의 꿈을 치어리딩으로 함께 창작해 보자. 모둠을 조직하여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꿈을 

서로 공유해 보자. 그런 다음 모둠의 꿈을 어떻게 주제로 선정할 것인지 토론해 보자. 그런 다음 ‘우리의 꿈’이라는 소재로 선정하고, 치

어리딩 창작 활동에 참여해 보자. 

치어리딩 창작 활동지

모둠 이름 모둠원

소재 우리의 꿈 주제 당신을 응원합니다!

줄거리 요약하기
‘당신을 응원합니다!’를 주제로 정하고 누구에게 다가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대상 앞에서 우리가 연습한 치어리딩으로 상대의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 준다. 

역할 정하기
동작안무구성담당, 음악담당, 컨디션 체크담당, 준비물담당, 연습장면 촬영담당, 

준비 및 정리운동담당, 리더담당, 연습장소 섭외담당 등

동작 구성하기 

① 팔동작(양옆으로 뻗기) → 점프동작(다리 벌려 점프하기) → 

② 점프동작(다리 모아 점프하기) → 팔동작(한쪽 팔 사선으로 뻗기) → 

③ 다리동작(다리 올리기) → 점프동작(무릎 굽혀 점프하기) → 

④ 팔동작(팔 핀 상태로 돌리기) → 다리동작(앞으로 차기) → 

⑤ 팔동작(사선으로 굽히기) → 점프동작(점프하여 무릎 굽혀 앉기) → 

⑥ 팔동작(양옆으로 뻗기) → 다리동작(다리 옆으로 내밀기) → 

⑦ 점프동작(무릎 굽혀 점프하기) → 팔동작(사선 아래로 뻗기) → 

⑧ 다리동작(앞으로 차기) → 점프동작(다리 벌려 점프하기) → 

⑨ 팔동작(사선 위로 뻗기) → 다리동작(다리 올리기) → 

⑩ 팔동작(한쪽 팔 굽혔다 돌리기) → 다리동작(앞으로 차기) → 점프동작(다리 모아 점프하기)

의상/음악/조명/소품 등 

정하기

의상 : 체육복

음악 : 브링 잇 온 (Bring It On) OST - Mickey

소품 : 수술

대형 및 이동 경로 정하기 

① -자형 → V자형 : -자형의 양 옆의 끝에 있는 사람이 V자의 맨 앞으로 뛰면서 이동한다. 

② V자형 → o자형 : 

③ 0자형 → -자형 : 

④ -자형 → 11자형 : 

⑤ 11자형 → ＼자형 : 

⑥ ＼자형 → ∧자형 : 

⑦ ∧자형 → 〈〉자형 : 

⑧ 〈 〉자형 → ◇자형 :  

⑨ ◇자형 → □자형 : 

⑩ □자형 → ×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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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조의 호수 남자들의 백조의 호수 

백조의 호수는 전통 발레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백조의 호수는 1975

년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의 관리인 베가체프가 쓴 대본에 차이콥스키

가 작곡을 한 발레 작품이다. 차이콥스키의 첫 번째 발레곡인 이 작품은 

1877년에 처음으로 공연되었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과 

함께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로 알려져 있다. 

백조의 호수는 여자 무용수인 발레리나의 아름다운 움직임이 대표성을 

갖는다.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1995년에 매튜 본은 백조의 호수

를 새로운 감각으로 재창조하였다. 즉 여성중심적인 백조의 호수를 남자

들만의 춤으로 새롭게 탄생시켰다. 남자 무용수인 발레리노의 춤을 통해 

카리스마와 매력적인 발레리노의 이미지를 확고히 심어 놓았다. 이 시도

는 발래의 고전성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창조한 작품으로 높게 평가받

고 있다.   

백조의 호수를 감상하고 느낀 점을 적어 보자. 남자들의 백조의 호수를 감상하고 느낀 점을 적어 보자.

너무나도 유명한 음악으로 우선 나의 귀를 정화시키는 듯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음악의 선율에 따라 백조와 같은 여자 무용수들의 

몸짓은 눈 또한 정화시키는 듯 아름다웠다. 마치 사람이 아닌 실

제 날아다니는 백조의 모습이었다. 아름답게 뻗은 손과 발은 미

세한 동작하나하나 집중하면서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온몸을 정화

시킨 작품이었다. 

여자들의 발레만 생각했던 나의 편견을 깬 특별한 경험이었다. 

남자들의 놀라운 역동적인 동작은 감탄사를 저절로 나오게 만들

었고 신기한 정도의 점프력과 테크닉은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

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매우 강력하면서 동적이고 지금까지 

본 발레라는 편견을 버리고 앞으로의 새로운 작품에 대한 호기심

까지 생기게 되었다. 

백조의 호수와 남자들의 백조들의 호수가 어떤 점이 동일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를 비교하여 적어 보자. 

(1) 동일한 점

우선 같은 발레를 소재로 하고 있고 백조를 표현한 것이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여러 명이 마치 한사람의 동작처럼 모두가 똑같

은 군무의 동작으로 움직이는 것은 여성의 백조의 호수와 남성의 

백조의 호수는 같다고 볼 수 있다. 

(2) 서로 다른 점

여성의 백조의 호수는 섬세하고 가녀린 여성들의 무용수로 음악

과 선율에 맞는 부드러움을 강조한 움직임이 있는 표현한 것과 대

조적으로 깃털 바지의 근육질의 상체를 드러낸 남성 백조들은 지

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역동의 힘과 카리스마가 넘치고 강력한 

이미지를 표출하여 여성의 백조와 남성의 백조의 느끼는 감정에

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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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비롯한 5개 대륙별 세계 민속 축제를 조사하고, 그 민속 축제 속에서 행해지는 무용을 분석해 보자. 우선 5대륙별 1개 나라

를 선정하고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축제 사진을 아래 세계 지도에 붙여 본다. 그 다음, 축제 이름과 그 곳에서 행해지는 무용의 특징을 

아래표에 정리해 보자.

5대륙 국가명 축제명  축제 무용의 특징 

남아메리카 브라질
리우 

카니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축제. 포르투갈에서 브라질로 건너온 사람들의 사순절 축제와 

아프리카 노예들의 전통 타악기 연주 및 춤이 합쳐져 생겨났다. 축제의 백미는 삼바 퍼레이드이다.

유럽 스웨덴
하지 

축제

일조량이 적은 고위도 지방에 위치한 스웨덴에서는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6월 20일 

전후)를 맞아 햇빛을 감사하는 축제를 여는데 이것이 하지 축제이다. 이 시기에는 오전 2시에 해

가 뜨며, 낮의 길이가 무려 20시간이나 된다. 하지를 기점으로 낮의 길이는 점차 짧아지는데 이

러한 태양 빛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축제라 할 수 있다.

아시아 일본
마츠리 

축제

마츠리는 일본말로 ‘축제’라는 뜻이며, 공적이면서 경사스러운 종교적 의식을 의미한다. 마츠리는 

마츠루(奉る)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으로, 좌우의 손을 들어 제물을 바치는 모습을 상형화한 것이

다. 이는 제물과 두 손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합일된 상태를 가리킨다. 즉 신에 대한 경외심과 감

사하는 마음, 기원 등이 표면으로 나타난 의식이 마츠리이다.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마오리 족 

축제

뉴질랜드 북섬의 오클랜드 일대에서 열리는 축제로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 족만의 독특한 문

화유산과 창조성을 볼 수 있다.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

마사이 족 

축제

아프리카의 케냐와 탄자니아에 걸쳐 있는 초원 지역에 거주하는 마사이 족의 축제로 성인식과 장

로 추대식이 가장 크며, 남자들이 마을 한가운데 모여 제자리에서 높이 뛰어오르는 ‘전사의 춤’을  

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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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이름 무부만투 - 네모난 이야기 공연단(공연자) 김정섭 

관람 일자 2017.6.2. 7시 30분 공연 장소 서초동 소극장 <씨어터송>

감상 전 생각

작품제목만 보고 과연 네모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였다. 돈, 카드, TV, 모니터, 휴대폰, 무대, 경기장 등 

네모난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하게 되었다. 공통점은 모두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것이다. 보통 자연

적으로 생겨난 것은 중력의 영향으로 아래로 흘러 길쭉하거나 일정한 원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만

든 것들은 각이진 네모난 것들이 많은 것 같다. 과연 어떤 이야기로 현대무용이라는 장르로 ‘네모난 이야기’

를 움직임으로 보여줄 것인지 궁금하였다. 포스터의 내용을 보아도 어떠한 내용을 보여줄지 감이 잡히질 않았

다. 평소 무용공연을 많이 본 경험이 없어서 어떠한 생각으로 공연을 관람해야 할지부터 고민이 되었다. 

공연 내용

없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미 삶이 되어버린 네모난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네모난 이것은 희

망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참지 못할 고통을 주기도 한다. 자신의 눈과 손이 되어버린 네모난 

것들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기억에 남은 내용

다리에 쥐가 난 듯 한 동작을 하고 무릎이 굽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몇 분 동안을 무릎을 편 상태에서 매우 다

양한 움직임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현란한 아크로바틱의 동작이 보이고 무릎이 펴지질 

않아 괴로워하는 모습이 마치 내가 휴대폰을 오랫동안 보고 있다가 쥐가나서 괴로워하는 동작과 흡사했다. 

감상 후 소감

작품이 종료된 후 안무자와 관객과의 대화의 시간으로 나의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우선 

네모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안무자는 ‘자신이 상상한 네모난 것’이라고 대답을 하였다. 공연을 보기 전 

네모난 것에 대해 상상했던 것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안무자는 각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자신의 느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 말하였다. 똑 같은 것을 

보아도 사람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번 공연을 통해 깨달게 되

었다. 

148

부록 : 
참고문헌 및 이미지 출처    



부록 : 참고문헌 및 이미지 출처 

참고 문헌

•강영희(2008).	생명과학대사전.	아카데미서적.

•김말복(2003).	무용예술의	이해.	두솔.

•김승권	외	2명(2001).	운동과	건강.	서울:	도서출판	태근.

•김옥진(1996).	무용의	이해.	한양대학교	출판부

•김태범(2013).	치어리딩	청춘을	꿈꾸게	하다.	누벨끌레.	

•김태은(2011).	쉽게	배우는	댄스스포츠.	좋은땅.	

•류호상	외(2013).	스포츠심리학.	영남대학교출판부.

•메디컬코리아	편집부(2011).	댄스	스포츠	사전,	메디컬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2014).	국민	여가	활동	조사.

•	밥	앤더슨(2001).	아름다운	몸의	혁명	스트레칭	30분.	넥서스Books.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2002).	체조.	교육인적자원부.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2003).	스포츠	과학.	교육인적자원부.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2003).	육상.	교육인적자원부.

•서울특별시교육청(2009).	힘을	기르자,	Hims.	

•	손천택	외	2명	역(2011).	신체활동·운동관	건강.	서울:	대한미디어.

•심정민(2015).	무용	비평과	감상.	민속원.	

•	안전행정부	(2014).		재난대비국민행동요령.	안전행정부	안전정책국	안전개선과.

•	피터	드러커(2006).	경영의	실제.	한국경제신문사.		

•	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5),	‛학교	안전사고	원인의	심층	분석에	관한	연구	보고서.	학교안전

공제중앙회

•	황문숙(2013).	현대무용.	금광출판사.	

•	황진	외	3명(2015).	스포츠심리학.	대한미디어.

•	AE	Jewett,	MR	Mullan.1977.Curriculum	design:	Purposes	and	processes	in	

physical	education	teaching-learning.Americ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and	Recreation.

•	Federation	International	de	Gymnastique(2016.09)	FIG	General	Judges’	rules.	

FIG.

•	NASPE(2005).	Physical	Education	for	Lifelong	Fitness	(The	Physical	Best	

Teacher’s	Guide).	Human	Kinetics.

•	Vivan	H.	Heyward(2011).	Heyward’s	운동	처방(김재호	외	역).	한미의학.

참고 누리집

•	국기원	www.kukkiwon.or.kr

•	국민안전방송	http://tv.mpss.go.kr/web/main/main.do

•	국민안전처	국민안전방송	http://tv.mpss.go.kr/web/main/main.do

•	국제올림픽위원회	https://www.olympic.org/photos/rio-2016/opening-

ceremony

•	국제육상경기연맹	www.iaaf.org

•	국제체조연맹	www.fig-gymnastics.com

•	대한농구협회	http://www.koreabasketball.or.kr/

•	대한배드민턴협회	http://www.koreabadminton.org/

•	대한씨름협회	ssireum.sports.or.kr

•	대한육상연맹	www.kaaf.or.kr	

•	대한체조협회	www.gymnastics.or.kr

•	대한축구협회	http://www.kfa.or.kr/

•	대한태권도	협회	www.koreataekwondo.co.kr

•	대한필라테스협회	www.koreapilates.or.kr

•	두피디아	http://www.doopedia.co.kr/

•	스포츠안전재단	http://www.sportsafety.or.kr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http://www.ssif.or.kr/

•	한국야구위원회		http://www.koreabaseball.com/

사진 출처

●	셔터스톡

54쪽,	100쪽,	111쪽,	137쪽,	142쪽,	144쪽

●		인터넷 사이트

34쪽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it99&idx

no=2015091710485278407

48쪽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	캡처	

49쪽	http://www.koreabaseball.com/Event/Etc/Safe.aspx

105쪽 		http://www.kukkiwon.or.kr/front/pageView.action?cmd=/kor/information/

taekwondoSkill2

110쪽 		http://postfiles1.naver.net/20160325_272/smy2166_	1458896454274QIe35_

JPEG/%BC%B19.JPG?type=w966

110쪽 		http://image.ohmynews.com/down/images/1/kws21_242794_1[346890].

jpg

110쪽 		http://cfile1.uf.tistory.com/image/162CCB3C515549C91FCDA9

110쪽 		http://m.sportsworldi.com/content/image/2013/09/11/	20130911020074_

p.jpg

110쪽 		http://image1.redbull.com/rbcom/010/2014-11-11/	1331689515646_2/001

0/1/1500/1000/2/red-bull-streetstyle-tae-hee-kim-01.jpg

110쪽 		http://blog.redbull.kr/131

110쪽 		https://assets.nst.com.my/images/articles/12huwahhh_	1489241342.jpg

111쪽 		http://news20.busan.com/content/image/2012/10/03/	20121003000059_0.

jpg

111쪽 		http://cfs13.tistory.com/image/24/tistory/2008/10/19/19/57/48fb12b4a5feb

112쪽 		http://www.sac.or.kr/lab2002/musicalcats/about.htm

112쪽 		https://goldenstate.wordpress.com/t112	http://www.sugiopera.com/bbs/

board.php?bo_table=about_opera6&wr_id=1

112쪽 		http://wanderingcarol.com/liszt-inbudapestaria-hotel-budapest/

112쪽 		http://skrylle.se/midsommar/

112쪽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

CD=A0000253327

113쪽 		http://webzine.arko.or.kr/load.asp?subPage=10.

View&idx=780&searchCate=10

113쪽 		https://www.google.co.kr/search?q=%EC%9A%94%ED%95%9C%

EC%8A%A4%ED%8A%B8%EB%9D%BC%EC%9A%B0%EC%8A%A4

&tbm=isch&source=iu&ictx=1&fir=eZcLeG0lkuuMIM%253A%252CJ

p6ya9x6uqnzJM%252C_&usg=__Qk3XeNc2McDhr55LEdRMK8x8j8

Q%3D&sa=X&ved=0ahUKEwjCg9yCmM_XAhUMxbwKHQ86AV4Q_

h0IdzAM#imgrc=eZcLeG0lkuuMIM:

114쪽 		http://www.heritagechorale.com/current-season.html

115쪽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4/2016031402099.

html

116쪽 		http://m.newsm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	1245

116쪽 		http://moscow.touristgems.com/attractions/6753-bolshoi-theatre/

116쪽 		http://www.dancetheory.pe.kr/spboard/board.cgi?id=library&action=view

&gul=378&page=1&go_cnt=1&sort=read

116쪽 		http://www.biletix.com/etkinlik/SKTN5/ISTANBUL/en

116쪽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alletgang&logNo=12017

3266142&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kr%2F

116쪽 		http://mticket.interpark.com/Goods/GoodsInfo/

info?GoodsCode=10007143&app_tapbar_state=fix

116쪽 		http://jsksoft.tistory.com/6368

116쪽 		http://missfeliciasdance.com/

117쪽 		http://www.djac.or.kr/html/kr/performance/performance_010101.

html?mode=V&code=1390

117쪽 		http://koreaarttv.com/detail.php?number=23207&thread=24r09&reply_

order=ban

117쪽 		http://www.artinsight.co.kr/news/view.php?no=26732

117쪽 		http://www.yongin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9675

117쪽 		http://www.playdb.co.kr/magazine/magazine_temp_view.

asp?kindno=1&no=56&page=

117쪽 		http://prologue.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uarneri&logNo=30

034407255&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117쪽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o0696&logNo=13014463106

8&parentCategoryNo=&categoryNo=85&viewDate=&isShowPopularPosts=t

rue&from=search

117쪽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ksoonnakata&logNo=22

0933698479&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kr%2F

117쪽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o0696&logNo=13014463106

  49쪽	학생	그림

  52쪽 	http://popeyemuscle.tistory.com/188

  52쪽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1287410

  52쪽 		https://namu.wiki/w/%EC%96%91%EA%B6%81

  52쪽 		https://namu.wiki/w/%EB%A0%88%EC%8A%AC%EB%A7%81

  52쪽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2ILu&articleno=137

36969&categoryId=721955&regdt=20091016105031

  52쪽 		http://www.kafsc.or.kr/home/location.php?mid=19&ctg1=2&p=1&r=view&

uid=2025

  53쪽 			http://english.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11/	2014021101577.

html

  53쪽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24/2011082400819.

html?rsMobile=false

  53쪽 		https://www.themanual.com/living/best-crampons/

  53쪽 		http://www.doopedia.co.kr/mo/doopedia/master/master.do?_

method=view2&MAS_IDX=101013000997223

  53쪽 		http://www.ridema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39

  53쪽 		http://doornot.egloos.com/v/1351571

  55쪽 		http://www.espn.com/highschool/rise/track/news/story?id=4588169

  55쪽 		https://www.gymnastics.org.au/GA/Events	/2017_National_Clubs_

Carnival/Ga/Events/2015_National_Clubs_Carnival/2016_National_Clubs_

Carnival.aspx?hkey=3b33967e-229b-4c4b-ac66-ddc1126d0ae0

  55쪽 		http://www.wrestlingmoveslist.com/wrestling-positions-part-1/

  55쪽 		http://www2.sednews.com/Photo/Gallery/Viewer/287#3529

  55쪽 		https://motherboard.vice.com/en_us/article/physics-explains-how-

olympic-divers-are-sograceful

  57쪽 		http://www.nbcolympics.com/news/watchtop-routines-mens-

olympicgymnastics-trials

  57쪽 		http://www.doopedia.co.kr/photobox/comm/community.do?_

method=view_slideshow&GAL_IDX=121207000857347&position=http://

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logk&folder=13&list_

id=3321388

  57쪽 		http://m.blog.naver.com/duckjiny/220144306952

  57쪽 		http://www.doopedia.co.kr/photobox/comm/community.

do?_method=view&GAL_IDX=121128000855194&GAL_TYPE_

CD=&page=1&listStyle=&openYn=

  57쪽 		http://m.doopedia.co.kr/photobox/gallery/gallery.do?_	

									method=view_slideshow&GAL_IDX=101012000692195&position=

  57쪽 		https://www.youtube.com/watch?v=qvS7JKRmtNg

  57쪽 		http://photo.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10/	2016101002251.

html

  67쪽 		http://yaguboy.com/category/%EC%95%BC%EA%B5%AC%ED%9B%88%E

B%A0%A8%EC%9A%A9%ED%92%88/43/

  67쪽 		http://thegear.co.kr/11950

  70쪽 		https://www.kiasportage.net/s025/8639048

  80쪽 		http://www.instiz.net/pt/3354458

  80쪽 		http://dance.kangwon.ac.kr/bbs/board.php?bo_table=sub0501&wr_id=18

  81쪽 		http://www.dn1.kr/digital/bbs_v.html?BBS_CID1=15&BBS_

NUM=5&num=17&BBS_CID2=11

  81쪽 		http://www.newsinside.kr/news/articleView.html?idxno=346582

  82쪽 		https://namu.wiki/w/%EC%88%98%EC%9A%94%EC%A7%91%ED%9A%8C

  82쪽 		http://blog.donga.com/sungodcrossarchives/11772

100쪽 		http://www.safetv.go.kr/GenCMS/gencms/cmsMng.do?sub_num=248

101쪽 		http://i.dailymail.co.uk/i/pix/2012/07/02/article-2167949-

13DFA099000005DC-962_964x694.jpg

101쪽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657

101쪽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8/19/	2009081902500.

html

102쪽 		http://www.hankookilbo.com/v/3e38959b134b4b959cdaf8e703a85f77

102쪽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253077

102쪽 		https://superstarjudo.com/

8&parentCategoryNo=&categoryNo=85&viewDate=&isShowPopularPosts=t

rue&from=search

117쪽 		http://news.donga.com/List/3/0702/20160216/76464150/1

117쪽 		http://news.donga.com/List/3/0702/20160216/76464150/1

117쪽 		http://www.jungcultur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90

125쪽 		http://www.basket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302

125쪽 		https://baseballxgear.combaseballterminologyphrases-sayings

125쪽 		http://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131021000000000001647

5&ServiceDate=20131021

125쪽 		http://joy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851971&g_

menu=702010

128쪽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29134

128쪽 		http://theqoo.net/square/305140777

128쪽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315938

128쪽 		http://www.new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34

133쪽 		https://namu.wiki/w/%ED%94%84%EB%A6%AC%EB%93%9C%EB%A6%AC

%ED%9E%88%20%EB%8B%88%EC%B2%B4

135쪽 		http://cfile5.uf.tistory.com/image/13158E0D49A7EA8060114F

135쪽 		http://cfile22.uf.tistory.com/image/111BAA464F96E15D0EAE75

135쪽 		http://www.xportsnews.com/contents/images/upload/

article/2015/0212/1423734289581.jpg

136쪽 		http://cfile5.uf.tistory.com/image/271C844857BF1FF5097132

138쪽 		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6/11/20130611003631_0.jpg

138쪽 		http://image.jjang0u.service.concdn.com/data3/chalkad

ak/160/201406/20/140323470470481.jpg

138쪽 		http://www.haninsociety.com/files/attach/images/342/585/133/f86f201396

798f0bcf3cbb4a345de7c6.jpg

138쪽 		http://file2.nocutnews.co.kr/newsroom/ima

ge/2013/07/21/20130721211358904148.jpg

139쪽 		http://pds.joins.com/news/component/JTBC/201402/14/201402141239103

196.jpg

139쪽 		http://cfile30.uf.tistory.com/image/1909D2114CFDCC771C6481

139쪽 		http://cfile27.uf.tistory.com/image/235AD434537DFAE433A558

139쪽 		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501/06/2015010600247_1.

jpg

140쪽 		http://cfile4.uf.tistory.com/image/14614B0B4CAAFC9A3EFF67

144쪽 		http://cfs2.blog.daum.net/image/26/blog/2007/05/01/04/41/463646529a7

a5&filename=5.jpg

144쪽 		http://www.chosun.com/media/photo/news/200504/	200504210145_01.

jpg

144쪽 		http://post.phinf.naver.net/MjAxNzA3MjZfMjY4/

MDAxNTAxMDQyMjM5NTM0.Vp6i83RTQtXrRrRHOwb6NzccdSmzAjzrM4Xh

Yvt4Mlkg.ivA1EGfSZ6q2IluRQxJ8K3LBfR0cLj_a7hnuSpWRw9Ag.PNG/%EC

%8A%AC%EB%9D%BC%EC%9D%B4%EB%93%9C5.PNG?type=w1200

146쪽 		http://medicalworldnews.tistory.com/4066

146쪽 		https://www.centertheatregroup.org/news-and-blogs/news/2017/april/

once-upon-a-timeon-center-theatre-groups-stages/

147쪽 		http://akomanet.com/the-beautyof-the-maasai-culture/

147쪽 		http://time.mn/n/lfN

147쪽 		https://livejapan.com/ko/in-kagurazaka/article-a0000553/

147쪽 		http://jeonsay.tistory.com/entry/%EB%89%B4%EC%A7%88%EB

%9E%9C%EB%93%9C-%EC%97%AC%ED%96%89%EA%B8%B0-

%E2%91%A4-%ED%85%8C%ED%91%B8%EC%9D%B4%EC%95%84-

%EC%A7%80%EC%97%B4%EC%A7%80%EB%8C%80

147쪽 		http://chulsa.kr/index.php?mid=travelog2&listStyle=list&page=5&docume

nt_srl=29593359

※	위에	언급되지	않은	자료는	저자나	출판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임.



집필진

이충원

•은평중학교	수석교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석·박사

•	2007/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중등	교과용			

도서	개발·집필

•	2007/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연구/심의	위원

김정섭	

•	갈뫼중학교	교사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학사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	예술전문사

•	경기도교육청	좋은체육수업나눔연구회	연구위원

•	경기도교육청	발간	창의	지성	중학	체육	교과서		 	

집필위원(2014)

황 인*

•	전	청량중학교	교장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석사

•	제7차	교육과정	중등	체육	교과서	개발·집필

•	2007/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중등	교과용		도서	

개발·집필

유정애	

•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학과	석사

•	University	of	Georgia	박사

•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	책임자

진연경

•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	연구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과학대학	체육학과	학사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석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박사

•	전	비산중,	홍천중	등	체육	교사

*는	집필진	책임자임.	

지은이  황	인	외	4명		

발행인  태림출판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58	(자양동)	태림빌딩	2층	(우)05052

편집·디자인  (주)지엔피링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12-9	(우)03992

인쇄인  (주)미래엔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청연로	492-14	(우)30068

고등학교 체육 지도서 

2018.	3.	1.	초판	발행

정가														원			

이 교과서의 본문 용지는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교과서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분은	교육부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운영하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전화:	1566-8572,	

웹사이트:	http://www.textbook114.com	또는	http://www.교과서114.com)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02-2608-2800, www.korra.kr)에서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내용 관련 문의		태림출판사												전화:	02-446-5623~4												전송:	02-452-7665

•공급 업무 대행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439-1

•개별구입 문의		홈페이지 주소	www.ktbook.com	/	전화	031-956-8581~4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ISBN						978-89-7624-850-3						53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