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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스포츠	등	유희적	본능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	상황에서	적합한	기능과	전략을	

발휘하여,	개인	혹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능력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  |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  문제 해결 능력

핵심 역량 

핵심 개념  

핵심 활동

1. 영역형 경쟁        

2. 필드형 경쟁       

3. 네트형 경쟁 

신체활동을	통해	경쟁과	협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경쟁	스포츠	상

황에	적합한	기능과	전략을	발휘하여,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학습 목표

   주요 학습 



상상 
더하기 

4
스포츠 지도자경기에 집중해요!

페어플레이 정신이 중요해요!

스포츠에서 선수에게 기술 등을 훈련, 지도하는 사람으로 코치, 감독이 있다.공의 속도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눈팔면 안 되고 항상 주위를 신경 써야 합니다.
보통 공의 속도는 개인과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배드민턴 셔틀콕이 시속 420km, 골프공 310km, 
탁구공 250km, 테니스공 220km, 아이스하키퍽 200km, 야구공 180km, 축구공 150km 정도입니다. 
공이 무거우면 속도는 느린 반면, 맞아서 다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야구, 축구, 아이스하키에서는 선수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거친 태클 등의 반칙 금지

종목별 안전장비를 반드시 준비해요!

축구는 보호구 착용 야구는 헬맷 착용 배구는 손가락 테이핑

상대편 선수에 대한 
배려와 존중

심판 판정에 승복

스포츠 해설가

스포츠 기록 분석 연구원

스포츠 해설가는 축구, 야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팀과 
선수들에 대해 설명하고 해설해 준다. 스포츠 해설가가 되는 데 특별히 요구되는 학력 제한은 없다.
하지만 기자. 에이전트, 스포츠 선수 등 스포츠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실력을 인정받고 스포츠 해설가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스포츠 기록 분석 연구원은 선수와 팀, 그 외 스포츠 경기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관찰하여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방
법으로 경기력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스포츠 기록 분석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스포츠 기록 분석학과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직업 특성상 알아야 할 지식이 많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면 스포츠 기록 분석 
연구원으로 활동하기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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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체크!
3 3

 

축구장과 농구장의 경기장을 그려 보자.

영역형 경쟁 스포츠를 관람한 경험을 적어 보자.  

		버저	비터						 		마그누스	효과						 		페널티	킥						 		오프사이드

		트래블링							 		바이얼레이션							 		리바운드							 		컷인	플레이	

내가 알고 있는 용어를 표시해 보자. 

 

          

          

          

영역형
경쟁

    1   영역형 경쟁 스포츠의 이해

    2   영역형 경쟁 스포츠의 원리

    3   영역형 경쟁 스포츠의 활동

융합  영역형 경쟁 스포츠와 페어플레이

인간은	다양한	유형의	게임	및	스포츠에

참여하여	경쟁	상황과	경쟁	구조를	경험

한다.

1

축구	경기장 농구		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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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형	경쟁	스포츠의	역사와	특성을	이해하고,	변천	과정,	인물,	기록,	사건	등을	감상하고	분석할	수	있다.

•	영역형	경쟁	스포츠에서	활용되는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운동	수행에	적용하며,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다.	

•	영역형	경쟁	스포츠의	경기	방법과	경기	전략을	이해하고	경기	상황에	맞게	전략을	진단하여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영역형	경쟁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정정당당하게	경기할	수	있다.

학 습 목 표



1

마음열기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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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습 포 인 트  

영역형	경쟁	스포츠의	역사와	특성을	이해하고,	경기	유형,	인물,	기록,	

사건	등을	감상하고	분석할	수	있다.

영역형 경쟁 스포츠의 특성과 유형은 무엇일까?

영역형 경쟁 스포츠는 축구, 농구, 핸드볼 등과 같이 두 팀이 서로 자기 팀의 영역을 수호하면서 상대 팀의 

영역에 침범하여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경쟁하는 활동이다. 대부분의 영역형 경쟁 스포츠는 같은 팀끼리 경

기 상황에 유리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상대 팀의 영역에 있는 골대에 슛을 하여 득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

으며, 다양한 공격 및 수비 전술을 발휘해야 승리할 수 있다.

영역형 경쟁 스포츠의 변천 과정

영역형 경쟁 스포츠의 이해1

특 성

 

끊임없는 신체 접촉

 
상대 팀 골대를 향해

유 형

럭비나 미식축구, 플래그 풋볼처럼

공을 들고 달려가 일정한 선이나 지역에

도달하여 터치하면 점수를 얻는 경기

농구나 핸드볼, 수구처럼

골대에 슛하거나 던져서 득점을 겨루는 경기

축구, 하키, 플로어볼과 같이

발이나 스틱으로 공을 쳐서 골대에 넣는 경기

영역형 경쟁 스포츠의 역사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

고, 각기 다른 형태로 발전하여 그 기원을 찾기가 어렵다. 하지만 전쟁의 역

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오랜 옛날부터 영역을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였고, 스포츠에서도 영역을 침범하여 승리를 얻는 형태로 발전한 것이

라 볼 수 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영역형 경쟁 스포츠를 통해 긍정적

이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풀게 되었다.

삼국 시대의 축국  

오늘날의 축구와 같은 것으로 

일명 농주(弄珠) 또는 기구(氣毬)

라고 불리는 민속놀이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김유

신과 김춘추가 축국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중국의 ‘당

서’에는 고구려 사람들이 축국

을 잘한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상식 더하기 

 
축국 경기 장면

그리스‧로마 시대

기원전 6~7세기경 그리스에서

는 ‘하르파스톤’이라는 경기가 

성행하였는데 중앙에 원이 그려

진 경기장에서 두 팀이 서로 공

을 차거나 던져 득점하는 형태

의 경기이다. 이후 로마에 전파되

어 ‘하르파스툼’으로 발전하였다.

 하르파스툼 경기 장면

축구

•국가별	공을	차면서	놀았던	놀이가	있음.

•삼국	시대에	축국이라는	기록이	있음.

•1863년	최초로	축구협회	창설됨.

•1882년	우리나라에	처음	축구	소개

•1930년	제1회	월드컵	개최

•1948년	런던	올림픽	우리나라	첫	참가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우리나라	첫	참가

•1991년	제1회	여자	월드컵	개최

•2002년	한일	월드컵	우리나라	개최	및	4강	진출

•2014년	우리나라	8회	연속	월드컵	진출	

농구

•1891년	미국	네이스미스	농구	창안

•1892년	최초의	경기	YMCA	개최

•1896년	공식	경기	규칙	위원회	구성

•1907년	미국인	선교사	질렛	우리나라에	농구	소개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1948년	런던	올림픽	우리나라	첫	출전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남자	농구	우승

•1984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우리나라	여자	농구	최초	준우승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프로	농구	선수	참가	허용

•1997년	국내	프로	농구(KBL)	개막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농구	우승

같은 공간에서의 경쟁



활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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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기록 사건 등을 감상하고 분석하자.

축구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살아 있는 전설

축구의 관심이 없어도 메시와 호날두 두 선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

을 것이다. 한 시대에 한 명도 나오기 힘든데 두 명이 서로의 기록을 경신

하며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을 보여 주고 있다. 

발롱도르 수상경력

2008	호날두

2009	메시

2010	메시

2011	메시

2012	메시

2013	호날두

2014	호날두

2015	메시

2016	호날두	

힐즈버러 참사

1989년	4월	15일	잉글랜드	셰필드에	있는	힐즈버러	스타디움에서	발생한	96명의	팬이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리버풀	FC와	노팅엄	포리스트	FC	간의	

FA컵	준결승전이	힐즈버러	스타디움에서	열렸고,	이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25,000여	명의	리버풀	팬들이	찾아왔는데,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이들이	

몰려	킥오프	이후	96명이	압사했다.	이	사건	이후	영국의	모든	스타디움에는	기존의	입석	형태가	아닌	좌석	형태의	좌석을	갖추고,	보호	철망을	철거하게	

되었다.

발롱도르

프랑스어로	‘황금빛	공’이란	뜻으로	1956년부터	2009년까지	프랑스	축구	매거진에	의해	올해의	유럽	축구	선

수상의	명예로운	상이다.	유럽	선수들에게	제한된	수상	자격을	2007년부터	전	세계로	확대하였고	2010년부터	

FIFA	올해의	선수상과	발롱도르를	통합하여	FIFA	발롱도르를	신설하여	한해에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축구선

수에게	주고	있다.	

훌리건에서 롤리건으로, 올바른 응원 문화의 실천!

훌리건(hooligan)은 축구장에서 극단적인 폭력 행위를 일삼는 광

적인 팬을 뜻한다. 영국의 악명 높은 훌리건에 의해 1985년 헤이셀 

참극은 39명이 사망하고 454명이 부상을 입었고, 1989년 힐즈버러 

참사는 96명이 사망하고 766명이 부상을 입어 사상 최대의 사상자를 

내고 말았다. 이러한 역사적 바탕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경기 관람 문

화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롤리건은 ‘조용하고 질서 정연한’이란 뜻의 덴마크어인 Rolig와 축

구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단어인 Hooligan의 gan을 합쳐진 말이다. 

롤리건(Roligan)은 1985년 유네스코에서 '페어플레이상'을 받을 만

큼 매너 있기로 유명한 응원단이다. 상대 팀에게도 존경과 경의를 표

하고 올바른 경기 관람 문화에 앞서는 응원 문화이다.

 
축구	경기장으로	난입하는	훌리건들

역사로 알아보는 월드컵 

•	1906년	잉글랜드,	스코틀랜

드,	웨일즈,	아일랜드	등이	

피파	가입.	

•	1908년	런던	올림픽부터	축

구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됨.	

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올

림픽	축구	경기를	피파가	주

관하도록	협의.

•	세계	최초의	세계축구선권	대

회로	개최됨.

•	남미에서	1회	월드컵	대회를	

개최한	것에	대한	반발로	유

럽	국가들의	월드컵	참여	거

부와	피파	탈퇴	등으로	위기.	

•	1954년	제5회	스위스	대회

에	이르러	총	45개	국이	참가

하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선수

권	대회의	모습이	되었고,	우

리나라도	사상	첫	본선에	진

출함.

•	1904년	프랑스,	스위스,	네

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스

웨덴,	스페인	등	7개	나라가	

국제축구연맹	(FIFA)	창립.

•	스위스	취리히에	본부를	두고	

초대	회장에	프랑스	출신	로

베르	게랑을	옹립.

•	1905년	유럽	15개국이	참가

하는	제1회	세계선수권대회

를	개최하려	했으나	무산.	로

베르	게랑	사퇴.	

1904 1908 1930년 1954년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이	

피파에서	탈퇴.	

•	1932년	LA	올림픽에서	국제

올림픽위원회와	LA		올림픽	

조직위원회	축구를	올림픽	정

식	종목에서	제외	결정.	

•	1928년	피파	월드컵	대회	개

최	결정.	1930년	남미	우루

과이에서	제1회	월드컵	대회	

개최(우승국:	우루과이)

활동하기 

자신의	팀과	상대	팀을	동시에	응원하는	덴마크의	

롤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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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형	경쟁	스포츠에서	활용되는	유형별	기능과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운동	수행에	적용하며,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다.

영역형 경쟁 스포츠의 기본적인 원리는 어디에서 올까?

슛과 목표 패스와 배려

드리블과 신체 조절 능력 포지션과 역할

영역형 경쟁 스포츠의 원리   

상식 더하기 슛과 목표원 리 1

>>> 슛의 과학적 원리

슛을	하면	공의	모양과	재질에	따라	다양하게	날아가고	또한	회전	유무에	따라	날아가는	방향이	

달라진다.	회전·무회전·포물선의	원리	등	다양한	과학적	원리를	알아보자.

회전의 원리

공의 회전 방향에 따라 좌우 공기의 압력이 달라

져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휘어진다.

무 회전의 원리

회전 없이 날아가는 공은 불안정한 공기 밀도의 

영향으로 직선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

제로는 예측할 수 없이 흔들리며 날아간다.

포물선의 원리 

농구에서 슛을 할 때 공은 림과 수직에 가깝게 떨

어져야 성공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공의 궤적이 

가능한 60° 이상 90°에 가깝게 포물선을 그리는 

것이 좋다.

높은	

압력	

회전	방향

공기의	흐름	

공의	중앙	부위

낮은	

압력	

공의	진행	방향	

마그누스 효과로 인한 

UFO킥

농구의 백스핀  

공에 역회전을 걸면 백보드에 

맞는 순간 마찰력이 발생하며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하여 공이 

튕겨나가지 않고 골대에 들어갈 

확률이 커진다. 

마그누스 효과

공이 회전하며 이동할 때, 공 표

면에서 공의 회전 방향과 공의 

흐름이 일치하는 곳에서는 공기

의 압력이 감소하고, 반대쪽에서

는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

게 물체 주위의 압력 차이로 인

해 물체는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휘어져 나가게 된

다. 이러한 효과를 마그누스 효

과라고 한다. 

회전이	없을	때	

역회전이	있을	때역회전이	있을	때역회전이	있을	때역회전이	있을	때

공이	

가해지는	힘

벽에	

가해지는	힘

(마찰력)

>>> 슛을 위한 수행 원리

   

❶ 정확한 자세 ❸ 창의적인 플레이❷ 협동 정신 ❹ 역할 수행

영역형 경쟁에서 슛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한 사람의 우수한 기능보다는 팀이 서로 협력하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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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력의 원리

자동차의 에어백은 접촉 시간을 길

게 하여 안전성을 높인다.

공간 지각

상하, 좌우, 전후의 공간 관계를 감

각을 통해 파악하는 지각을 말한다. 

패스는 결코 혼자 할 수가 없다. 2명 이상이어야 가능하고 단체 경기에서

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패스는 빠르고 정확하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받기 편하게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상대방의 수준을 고려하는 

배려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드리블이란 손, 발, 채(라켓)를 이용하여 공을 몰아가는 일이다. 즉, 공을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드리블을 해야 한다. 다양한 드리블을 잘 수행하

기 위해서는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신체 조절 능력

을 높여야 한다. 

패스의 과학적 원리

정확하고	안전하게	패스를	보내기	위해서는	충격력과	민첩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경기	상황에서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드리블의 과학적 원리

드리블을 잘 하기 위해서는 탄성력의 원리, 마찰력의 원리, 각성 조절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경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드리블을 위한 수행 원리

   
❶	집중 ❷	적절한	각성 ❸	신체	능력 ❹	공간	지각	능력

>>> 민첩성의 원리 

운동 감각과 근기능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상황에 맞는 패스를 해야 한다. 민첩성 향상을 

위해서는 순발력, 스피드, 협응성, 유연성 등이 고르게 발달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

한 주위의 상황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간 지각 능력을 높여야 정확하고 빠른 패스가 

가능하다.

>>> 충격력의 원리

충격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접촉 시간을 길게 하고 접촉 면적을 늘려야 한다. 공을 받는 사람

은 공을 끌어안듯이 받는다.	

접촉	시간을	늘리기	위해	가슴으로	끌어	당기면서	잡는다.	 접촉	면적을	늘리기	위해	삼각형으로	넓게	잡는다.	

>>> 탄성력의 원리

변형된 물체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탄

성이라 하고, 탄성에 의해 발생한 힘을 탄성력이

라 한다. 공은 탄성력에 따라 다양하게 작용한다.

>>> 마찰력의 원리 

공은 바닥의 재질에 따라 굴러가는 속도가 다르

다. 물체가 어떤 면과 접촉하여 운동할 때 그 물체

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한다. 공

과 바닥의 재질에 따라 상이한 마찰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연습 과정이 필요하다.

>>> 각성 조절의 원리 

불안을 만드는 에너지 또는 흥분 수준을 각성이라 

하며, 생리적 또는 심리적 활성화 정도를 의미한

다. 축구, 농구, 핸드볼과 같은 종목은 적정 수준

의 각성을 조절해야 상대편에게 공을 빼앗기지 않

고 드리블을 할 수 있다.

후크의 법칙 

물체에 큰 힘을 줄수록 물체의 

모양이나 길이가 많이 변하고 탄

성력도 커진다. 즉, 힘에 비례하

여 길이나 모양이 변한다.

각성 수준과 관련된 종목

1.  강한 각성이 필요한 종목 

: 역도, 투포환, 단거리달리기 등

2. 중간 정도의 각성이 필요한 종

목 : 농구, 축구, 체조 등

3. 낮은 각성이 필요한 종목 

: 양궁, 사격, 골프, 볼링 등

상식 더하기 
드리블과 신체조절능력원 리 3패스와 배려원 리 2

탄성력에	의해	바닥	위로	올라오는	농구공

축구공과	운동장	재질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력

중간	정도의	각성을	유지해야	하는	농구	

패스를 위한 수행 원리

❶ 정확하게 ❸ 안전하게❷ 받기 쉽게 ❹ 창의적으로

시간	

힘
짧은	시간	동안	충돌했을	

때의	충격력	

시간을	길게	했을		
때의	충격력	

충격 시간에 따른 충격력의 

변화

충격력은 작용하는 시간(충격 시간)

에 반비례한다. 즉, 같은 크기의 충

격을 받을 때 그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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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일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일을 하거나 협업을 하는 경

우가 많다.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

한 스포츠의 사회·문화적 배경 혹은 역할에 따라 계층이 존재하며 차별과 불

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주장의 표시

축구에서는 완장으로 표시하며, 

선수 교체가 이루어질 때 완장을 

전달해 준다.

축구의 세부 포지션

1 골키퍼 (GK)

2 수비수 (DF) : 센터백/윙백

3 미드필더 (MF) : 수비형 미드

필더/공격형 미드필더

4 공격수 (FW) : 스트라이커

농구의 세부 포지션

1 포인트 가드(PG)

2 슈팅 가드(SG)

3 스몰 포워드(SP)

4 파워 포워드(PP)

5 센터(C)

일상생활에서의 포지션

식당에서 주인과 손님

 

포지션과 역할원 리 4

>>> 포지션의 원리

축구는 크게 골키퍼,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로 나누고 농구는 가드, 포워드, 센터

로 구분한다. 이처럼 포지션은 선수가 팀의 전술을 수행하기 위해 배치받은 경기 위치

와 역할을 말한다. 현대 스포츠의 포지션은 매우 유동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닌 필요

한 능력에 따라 여러 포지션을 능숙하게 소화하는 일명 ‘멀티 플레이어’ 혹은 ‘유틸리티 

플레이어’의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승리를 위한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이 주어질 것이고 맡은 임무에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리더십‧배려‧믿음‧협동

책임감‧팔로우십‧소통‧존중

>>> 포지션의 역할을 위한 수행 원리 

역할에 따라    

감독과 선수, 

골퍼와 캐디

종목에 따라   

태권도에서 띠의 

색깔에 따라 발생

포지션에 따라   

축구에서 공격수와 

수비수의 역할에 따라 

위상과 보수의 차이가 

발생

사회적 평가에 따라    

골프와 테니스는

귀족 스포츠라는 인식

>>> 축구의 슈팅 연습

다양한 킥으로 슈팅하기

❶	인프런트킥(공의	옆부분)

❷	인프런트킥(공의	아랫부분)

❸	인스텝	킥

❹	인사이드	킥

❺	아웃프런트	킥

❻	아웃사이드	킥

>>>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슈팅

1
목표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슈팅을 체험해 보자!
다양한 킥과 게임을 통해 연습해 보자.

❶

❷

❸

❺

❻

❺ ❶
❷

❸·❹

❹

>>> 라바콘 맞추기 게임을 통한 슈팅

아웃사이드	킥

인프런트	킥

인스텝	킥	
아웃프런트	킥

힐	킥

토킥

인사이드	킥인프런트	킥

2m 높이의 줄을 설치하고 공을 던져 헤딩수비수를 사이에 두고 패스

2 상대의 수준을 고려하여 빠르고 정확하고 다양한 패스를 체험해 보자!
축구의 패스를 통해 연습해 보자.

>>> 축구의 패스 연습

>>> 스포츠 계층

스포츠 계층이란 스포츠라는 특정 사회 체계 내에서 권력, 부, 사회적 평가, 심리적 만

족 등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 및 종목에 차별적으로 배분되어 상호 서열의 위계적인 체

계를 이루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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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리블 실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해 보자.
축구와 농구의 드리블을 통해 연습해 보자.

지그재그 드리블

목표 지점 돌아오기 자신의 공 지키고 상대편 공 차 내기

막대기 사이 드리블 허들 사이 드리블

>>> 축구의 드리블 연습

자기 공 지키고 상대편 공 빼앗기 드리블 얼음땡

>>> 농구의 드리블 연습

▶내용

➊	각자의	역할	정하기

➋	올바른	응원	문화	이해하기

➌	치어리딩을	통해	실천하기

▶모둠별 결과물 

종목별	선수	연습	계획	및	실천,	응원	및	치어리딩	동작	등

1단계   체육 대회에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➊	올바른	응원	문화	조성

➋		체육	대회에	필요한	역할(대표	선수,	대표		

치어리더,	응원가,	응원	소품과	깃발,	분리	

수거	담당,	안전	요원	등)

➌	체육	대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2단계  사전 역할 계획하기

➊	응원가	만들기:	곡을	정하여	개사

➋	응원	도구	만들기:	소품과	의상	등

➌	응원	동작	만들기:	율동,	박수	등

➍		응원	구호	만들기:	반의	특징을	보여	줄	수		

있는	구호

➎		응원	깃발	만들기:	반의	이미지를	보여	주는	

깃발	제작

3단계   올바른 응원 문화  

실천하기

➊	상대	비하	발언	금지

➋	페어플레이	정신

➌	환경	관리	및	분리수거

➍	투철한	안전	의식

4 포지션과 역할을 고려하여 체육 대회를 운영해 보자.
체육 대회를 통해 반이 단합되는 계기를 마련해 보자.

재미•의미 있는 체육대회 실천하기 프로젝트

1단계

체육 대회 역할 및 

응원 문화 토의

3단계

올바른 응원 문화 

실천하기

2단계

사전 역할 계획 

실천하기

4단계

실천 후

성찰하기



3

마음열기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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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습 포 인 트  

영역형	경쟁	스포츠의	경기	방법과	전략을	이해하고	경기에	활용할	수	

있으며,	경기	상황에	맞게	전략을	진단하여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영역형 경쟁 스포츠의 활동 3

영역형 경쟁이 의미 있는 이유

가장 행복한 경쟁은 너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나의 것과 너의 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실력을	가진	경쟁자들은	서로를	

라이벌	또는	적수라고	부르며,	자신의	팀을	위해	최선

을	다한다.	

협업을 통한 경쟁

서로	다른	두	팀이	같은	공간에서	자신의	지역을	지키

며	상대편을	향해	달려간다.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며 경쟁

누구의	것도	아닌	공을	몰아	상대팀의	골대를	향해	달

려간다.	

상대팀 골대를 향해 경쟁

>>> 주로 발을 사용하는 영역형 경쟁 스포츠

>>> 주로 손을 사용하는 영역형 경쟁 스포츠

>>> 도구를 사용하는 영역형 경쟁 스포츠

국제 축구연맹(FIFA)

세계 축구 경기를 통괄하는 국

제단체이다. FIFA는 ‘Fed-

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을 뜻하

며, FIFA의 슬로건은 ‘For the 

Good of the Game’이다.

국제 농구연맹(FIBA)

농구 경기를 주관하는 국제단체

이다. 올림픽 경기, 세계 선수권 

대회(남자, 여자) 등을 주관하

며, 우승 팀에게는 네이스미스

의 이름을 딴 네이스미스 트로피

가 수여된다.

상식 더하기 
대표적인 영역형 경쟁 스포츠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

이 있을까?

비치사커

수구

아이스하키

풋살

핸드볼

플로어볼

축구	

농구

필드하키

마음열기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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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구

상식 더하기 >>> 경기 방법

•경기 인원: 골키퍼를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

•선수 교체: 최대 3명까지 교체 가능

•경기 시간: 전·후반 45분(중학교는 35분), 휴식 시간 15분 이내(중학교는 10분 이내)

•심판:  주심 1명(경기 진행), 부심 2명(주심 보조), 대기심 1명(선수 교체 담당)

경기복

유니폼 앞뒤가 같은 색이어야 

하며, 유니폼의 앞뒤에는 번호

를 붙여야 한다.  

축구공

• 재질 및 색상: 가죽

• 무게: 410~450g

•둘레: 68~70cm

축구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스터드가 

박혀있는 신발

90~120m

9.15m

대기심 

주심 

하프 라인 

터치 라인 

골 라인 

센터 마크 

골 에어리어 

페널티 마크 

페널티 에어리어 

코너 플래그 

페널티 아크

센터 서클 

부심 

부심 

45~90m

벤치  

16.5m

5.5m

7.32m

2.44m

코너 아크  

1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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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퇴장

상식 더하기 상식 더하기 
>>> 주요 경기 규칙 >>> 주요 경기 기능 

축구 경기의 주요 기능인 킥, 트래핑, 드리블, 헤딩, 골 키핑, 리프팅, 

스로인에 대하여 알아보자. 
심판 수신호 디딤발의 위치

직접 프리킥

간접 프리킥

코너킥: 코너를 가리킨다. 

스로인: 공격 방향을 가리킨다. 

골킥: 골포스트를 가리킨다.  

안전 수칙

3대 안전 수칙

1.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	철저

2.	과도한	승부욕	금지

3.	안경이나	액세서리	착용	금지

일직선

주먹 하나 
간격

공 밟지 않기

정강이 보호대 착용하기

한눈팔지 않기

킥: 패스와 슛을 시도하기 위해 공을 발로 차는 기술

스로인: 경기장 안으

로 던지는 기술

헤딩: 공중의 공을 

머리로 보내는 기술 

오프사이드: 공격자가 골키퍼를 제외한 최종 수비수보다 상대팀 진영에

먼저 들어가 공을 받을 때 선언된다. 단, 다음의 상황은 예외가 된다.

•골 킥, 스로인, 코너킥인 경우

•하프 라인을 넘지 않은 경우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지만, 공격과 전혀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공을 터치한 사람이 수비수인 경우

골 키핑: 유일하게 손을 사용할 수 

있는 골키퍼의 기술

무릎과	

허리의	

반동을	

이용.

인스텝	리프팅점프	헤딩

트래핑: 손을 사

용하지 않고 구르

거나 날아오는 공

을 자신의 공으로 

만드는 기술

드리블: 발로 공

을 이동하는 기

술

발	트래핑

인사이드	드리블

배	트래핑

인스텝	드리블

허벅지	트래핑

아웃사이드	드리블

가슴	트래핑

1

페널티	킥	

프리	킥
직접 프리 킥: 직접 슈팅 가능

•발로 상대 선수를 차거나 차려고 할 때(키킹)

•상대방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을 때(트리핑)

• 골키퍼가 아닌 선수의 손이나 팔에 공이 닿았을 

때(핸드볼)

•상대편을 밀거나 잡았을 때(푸싱 및 홀딩)

•몸이나 어깨로 상대를 거칠게 밀었을 때(차징)

간접 프리 킥: 패스 이후 슈팅 가능

•공과 상관없이 고의로 상대방을 방해했을 때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했을 때

•골키퍼가 손으로 공을 잡고 6초를 초과했을 때

•골키퍼의 킥 또는 던지는 행위를 방해했을 때

페널티 킥: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직접 프리 킥

에 해당하는 반칙을 범한 경우 상대 팀에게 주어

진다.  

점프력과	

타이밍이	

중요

경고: 다음과 같은 반칙을 범하면 경고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거친 말과 행동으로 항의를 했을 때

•경기를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경기 규칙을 계속 위반했을 때

•주심의 허가 없이 경기장을 떠났을 때

•프리 킥이나 코너킥을 정해진 거리에서 하지 않았을 때

퇴장: 다음과 같은 반칙을 범하면 퇴장

•2회의 경고를 받았을 때

•욕설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했을 때

•명백한 득점 기회에 반칙하거나 심한 반칙을 했을 때

출처: 대한축구협회. 2016~2017 경기규칙(KFA)

허벅지	리프팅

리프팅: 공의 감각을 익히기 

위해 공을 올리는 기술

인사이드 킥 
발의 안쪽 부분을 이용하며, 가까운 

거리에 슛이나 정확한 패스에 주로 사용  

토 킥 
발의 앞쪽 부분을 이용하며, 가까운 거리의 

패스나 공을 컨트롤 할 때 주로 사용 

힐 킥 

발의 뒤꿈치 부분을 이용하며, 방향을 전환

하지 않고 뒤쪽으로 공을 보낼 때 주로 사용

오버헤드 킥 
발등을 이용하며, 높이 뜬 공을 방향전환 

없이 뒤로 누워 강력하게 보내 때 사용 

인프런트 킥 
엄지발가락 쪽의 발등 부분을 이용하며, 

공을 높고 휘어지게 보낼 때 주로 사용   

인스텝 킥 
발등 전체를 이용해 공의 중앙을 차서 장거리 

패스나 중거리의 강력한 슛을 할 때 주로 사용  

오프사이드

멀리 

가운데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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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술 및 전략

공격 전술:	상대방	골대	앞에까지	진출하여	슛하는	기술

•패스에 의한 공격 

수비 전술: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기술

축구의 대표적인 수비 방법은 대인 방어와 지역 방어

가 있다. 수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격수

를 외곽 쪽으로 유도하고, 공을 가진 상대와 골문을 

등지고 수비한다.

•골키퍼(GK)

축구	경기에서	유일하게	손과	팔을	사용할	수	있

는	포지션으로	공을	정확하게	잡는	능력,	빠른	

상황	판단력,	반응력	등이	필요하다.

•수비수(DF)

상대	팀의	공격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공격해	

오는	상대	선수의	의도를	읽어	자기편의	공격으

로	연결한다.	정확한	볼	컨트롤과	강한	킥	능력

이	필요하다.

•미드필더(MF)

수비와	공격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를	이

끌어	나가는	능력,	수비력과	정확한	패스	능력,	

강한	체력	등이	요구된다.	역할에	따라	공격형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로	구분된다.

•공격수(FW)

상대	팀	골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득점	기회

를	노리는	역할로	‘스트라이커’라고도	한다.	상대

방	수비수에게	끈질긴	마크를	받기	때문에	강한	

체력과	유연성,	과감성	등이	요구된다.

•세트 플레이에 의한 공격 

프리킥 세트 플레이 

①번처럼 직접 슛을 하거나 ②번처럼 패스하여 슛을 하여 공격

코너킥 세트 플레이

골대 앞으로 길게 센터링 하여 공격

대인 방어

상대 선수를 1대 1로 전담하여 수비

지역 방어

수비 지역을 분담하여 수비

역할에 맞는 위치를 정하는 포메이션

감독이	선수들을	각자의	역할에	알맞은	위치에	배치하

는	것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

다.	'4:3:3	포메이션'은	수비수	4명,	미드필더	3명,	

공격수	3명을	배치한	것이다.

2명이 패스를 주고 받으며 공격 3명이 삼각형 대형으로 서서 패스하여 공격 순간적으로 골대를 향해 뛰어 들어가는

팀원에게 빈 공간으로 패스하여 공격

12

포지션에 따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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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방법

•경기 인원: 주전 5명, 교체 선수 7명(인원, 횟수와 관계없이 수시 가능)

•경기 시간: 4쿼터(한 쿼터 당 : 중학교 8분, 고등부 이상 10분), 연장전 5분 

•휴식 시간: 쿼터 사이 2분, 하프 타임(2 쿼터 후, 3 쿼터 전) 15분

•득점: 프리 스로(1점), 3점 슛 라인 안(2점), 3점 슛 라인 밖(3점) 

•심판 구성: 주심 1명, 부심 2명

2 농구

사이드라인 
28m

센터 서클 
3.6m

센터 라인 

엔드 라인  
15m

3점 라인  

부심 

주심 

6.75m

5.8m

부심 

농구공 

사이즈: 6호 - 유소년 및 여성, 7호 - 성인 및 경기용  

공의 둘레: 720~740mm(6호), 750~780mm(7호)

공의 무게: 500~540g(6호), 600~650g(7호)  

농구 전광판 

1.80m

59cm

1.05m
45cm

45cm

15cm

3.05m

프리 스로 
라인 

프리 스로 
라인 

경기의	남은	시간	

팀명	

득점

3초 제한 구역  

경기복

유니폼 앞뒤가 같은 색이어야 

하며, 유니폼의 앞뒤에는 번호

를 붙여야 한다. 

농구화 

제한은 없지만 발목을 보호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포지션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상식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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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더하기 
>>> 주요 경기 규칙 >>> 주요 경기 기능

심판 수신호

➊ 작전 타임 ➋ 선수 교체

➌ 테크니컬 파울 ➍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

➎ 1~2점 득점 ➏ 3점 득점

•바이얼레이션:  신체적 접촉 없는 규칙 위반(파울로 인정하지 않고 상대 팀에게 공격권이 주어짐.)

- 트래블링: 드리블 없이 공을 가지고 3보 이상 걸었을 경우

- 더블 드리블: 드리블하다가 잡은 공을 다시 드리블하는 경우

- 키킹: 공을 발로 차는 경우

- 하프 라인: 하프 라인을 넘어간 공을 가지고 다시 자기편 코트로 뒤돌아간 경우

- 라인 크로스: 경기장 라인(사이드 및 엔드 라인)을 밟았을 경우

- 3초 룰: 공격 제한 구역에 3초 이상 머물렀을 경우

- 5초 룰: 5초 이상 공을 잡고 있거나 스로인을 5초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 8초 룰: 상대 팀 코트로 8초 이내에 이동하지 못한 경우

- 24초 룰: 공격팀이 24초 이내에 슛을 하지 못한 경우

• 파울: 신체적 접촉에 의한 반칙으로 개인 파울로 기록하고 상대팀에게 공격권이 주어짐. (단, 슛 동작

에서의 파울은 자유투가 부여됨.) 

- 퍼스널 파울(P 파울) :  부당한 신체 접촉에 의한 파울(개인 파울 5개가 되면 5 반칙 퇴장)

ㆍ푸싱: 상대를 밀었을 경우

ㆍ홀딩: 상대 선수를 붙잡았을 경우

ㆍ블로킹: 움직이면서 진로를 방해했을 경우

ㆍ하킹: 상대 선수의 팔, 가슴 또는 신체 부위를 때린 경우

ㆍ차징(오펜스 파울): 공격자가 상대 수비수의 몸에 부딪치는 경우

-  테크니컬 파울(T 파울): 선수, 코치, 임원 등이 신체적 접촉은 없지만 스포츠맨 정신에 위반되는 행

동을 했을 경우(상대편에게 프리 스로 1개와 공격권이 주어짐.)

-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U 파울): 선수가 과격한 신체접촉 등 스포츠맨 정신에 위반되는 행동을 했

을 경우 또는 속공 상황에서 고의로 부당한 신체 접촉을 일으키는 경우 (상대편에게 프리 스로 2개

와 공격권이 주어짐.)

•팀 파울:  각 쿼터 당 한 팀의 반칙이 4개를 초과하여 5개부터 상대팀에게 프리 스로 2개가 주어짐.

출처: 대한농구협회. 2014 농구규칙서(FIBA)

슛

점프 슛 레이업 슛 덩크 슛 훅 슛

레이업 슛 방법

드리블하다가	골	밑	근처에서	공을	잡으

면서	첫	스텝을	밟는다.	두	번째	스텝에서	

점프하고	공을	한	손으로	높이	올려	살며

시	두고	온다는	느낌으로	슛한다.

패스

패스의 기본

1. 동료가 받기 편하게 보낸다. 

2. 수비수가 가로채지 못하게 안전하게 

    보낸다. 

3. 상황에 맞도록 다양한 패스로 보낸다. 

4. 안전하게 슛할 수 있도록 보낸다.	

체스트 패스  

가슴 위치에서 양손을 

사용하여 보내는 방법

으로, 짧은 거리를 정확

하게 보낼 때 사용한다.

베이스볼 패스   

야구공을 던지듯이 보

내는 방법으로, 속공 찬

스에서 멀리 보낼 때 사

용한다.

바운드 패스  

바닥에 튀겨 보내는 방

법으로, 수비수의 자세

가 높거나 점프했을 때 

사용한다.

오버헤드 패스   

머리 위에서 보내는 방

법으로, 앞에 수비수가 

있을 때 사용한다.	

상식 더하기 
안전 수칙

포물선을	크게	하여	떨어지는	각도

를	높이면	슛	성공률이	높아진다.

백스핀을	주면	백보드를	맞고	튕

겨	나오는	각도가	작아지기	때문

에	슛	성공률이	높아진다.

캐치 방법

공을	끝까지	보면서	손가락을	넓혀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듯이	잡는다.	

슛 방법

원 핸드 슛 투 핸드 슛

한눈팔지 않기

캐치할 때 손가락 조심하기

바이얼레이션

퍼스널 파울

트래블링

푸싱 홀딩 블로킹 하킹

더블 드리블 키킹 3초룰 하프라인

포물선의	각도		작다		크다

톱스핀

무회전
백스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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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블

풋워크

리바운드와 박스 아웃

리바운드

슛한 공이 림에 맞고 튕겨져 나온 공을 다시 

잡는 기술

박스 아웃 

리바운드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등을 지고 서는 기술

좌우 드리블

전후 드리블

손목과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누르듯이 

공을 튀긴다. 

스톱

농구 경기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정지 기술이 필요하다.

피벗

한 발을 축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술로, 다양한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 수비수로부터 공을 지키거

나 패스, 드리블, 슛을 하기 위해 다양한 방향 전환 기술이 필요하다.		

점프 스톱 

두 발을 동시에 정지하는 스텝

스트라이드 스톱

한 발을 먼저 착지한 후 다른 발을 정지하는 스텝

한 발이 축이 되어 전후좌우로 움

직일 수 있기 때문에 패스나 드리

블 없이 발의 움직임만으로도 수비

수를 따돌릴 수 있다.

상식 더하기 
농구공의 감각을 높이기 

위한 공 다루기 연습

➊ 8자로 공 옮기기

➋ 허리 주위로 공 돌리기

인성 TALK

농구에서의 예절

•	시작 전·후 상대 선수와 지

도 교사(감독 및 코치)에게 인

사하기

•	넘어진 상대를 도와주기

•	공을 발로 차지 않기

•	심판의 결정을 존중하기

“리바운드를 제압해야 

경기를 지배한다.” 

농구 애니메이션 <슬램 덩

크>의 명대사: 리바운드를 

많이 하면 공격기회가 많아

지고, 슛을 할 수 있는 기회

가 많아지기 때문에 경기에 

유리한 상황이 이루어진다. 

>>> 공격 전술

속공: 상대팀이 수비 대형을 갖추기 전에 재빠르게 공격하는 방법

지공법: 상대팀의 수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공격하는 방법

스크린플레이

공격수가 수비수를 몸으로 막아 동료가 공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스크린 이후에는 재빠르게 골대 쪽으로 이동하여 공을 받을 준비를 한

다. 수비수의 진로를 방해하여 같은 팀 동료가 쉽게 공격할 수 있도록 찬스를 만들어 준다. 스크린을 할 때에는 수비수를 뒤에서 밀거나 두 다리가 

움직여서는 안 되며, 손이나 팔이 아니라 몸통을 이용해야 한다. 

2인 속공 3인 속공	

어라운드

공을 가지고 있는 동료 선수 쪽으로 달려간다. 

공을 받아서 공격하거나 수비수를 스크린해줄 

수 있다.

미드 아웃

공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 수비수를 따돌리고 공

을 받으러 나간다.

백도어 플레이 & 컷인 플레이

수비수 뒤 또는 앞쪽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패스를 받아 공격한다.

백도어 플레이 

공격수 1번 선수가 2번 동료 선

수에게 패스한 후 B방향으로 반

대편 수비수 뒷 공간으로 돌아 들

어가 패스를 다시 받아 공격하는 

플레이 

컷인 플레이 

공격수 1번 선수가 2번 동료선수

에게 패스한 후 A방향으로 수비

수의 앞 공간으로 지나 골대 쪽 

안으로 들어가 패스를 다시 받아 

공격하는 플레이  

B A
2

1

1
1

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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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전술

>>> 경기 전술 및 전략

2-3 지역 방어 

• 상대 팀의 골 밑 공격에 대한 수비에  

효과적

• 수비 리바운드와 속공 유리

• 외곽 슛이 좋은 팀에 불리

3-2 지역 방어 

• 상대 팀의 외곽 슛과 중앙 돌파에 대한 

수비에 효과적

• 수비 리바운드 불리

• 속공 전환에 유리

1-3-1 지역 방어  

• 상대 팀의 센터의 공격과 중앙 돌파를 수비

하는 데 효과적

• 수비 리바운드 불리

• 공을 다루는 기술이 약한 팀에 유리

수비 원칙  

1. 손을 옆으로 내밀어 상대의 돌파나 패스에 대비한다. 

2.  무릎을 굽혀 어느 방향으로든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3. 수비수는 골대를 등지고 공격수와 림의 일직선상에 선다.	

농구 코트 명칭 및 포지션별 역할

농구 코트는 탑, 윙, 코너, 포스트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포스트는 하이, 미들, 로우로 나눠진다. 포스트 지역은 슛 성공률이 높

은 지역으로 공격자는 최대한 포스트로 들어와서 공격을 해야 유리하고, 수비자는 공격자가 포스트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최대

한 막아야 한다. 

각 위치는 공격의 요충지로 활용하여 경기를 하게 된다. 각각의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것이 농구에서는 주된 움직임이고, 

이것이 전술적 움직임이 된다. 

자신의 능력을 파악한 후, 각각에 맞는 포지션을 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대인 방어: 5명의 선수가 각각의 상대 선수를 정한 후에 1:1로 수비하는 방어 

•장점: 상대 팀의 실수를 유발하고 농구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비 방법이다.

•단점: 체력 소모가 크고 반칙이 많이 발생한다. 

지역 방어: 5명의 선수가 골대를 중심으로 일정한 지역을 분담하여 방어

•장점: 체력 소모가 작고 리바운드와 속공에 유리하다.

•단점: 외곽 슛 능력이 좋거나 속공에 능숙한 팀에 약하고, 중복되는 지역에서 공격수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가딩: 공격수가 드리블, 패스, 슛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기술 포지션	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명	칭 포인트	가드 슈팅	가드 스몰	포워드 파워	포워드 센터

주요

활동위치
탑,	윙 윙,	코너 윙,	코너,	하이

윙,	코너,

하이,	로우
하이,	로우

주요역할 볼	배급과	조율	 슛,	돌파 슛,	돌파 돌파,	골	밑	플레이 골	밑	플레이

의미부여 코트	안의	감독
3점	슛은

언제든지	가능해
멀티	플레이어

탱크처럼

저돌적인	존재

듬직한

기둥	같은	존재

선정방법

드리블과	패스	

능력이	좋고	

이타적인	선수

기본기와	3점	슛이	

좋은	선수

빠르고	점프력이

	좋은	선수

볼	관리	능력과	

골	결정력이	

우수한	선수

강한	힘과	체력,

그리고	리바운드

능력이	좋은	선수

풋 페이크  발로 드리블을 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수비수를 제치고 공격 폼 페이크  패스 또는 슛 동작을 하는 것처럼 하여 수비수를 제치고 공격 

한쪽으로 몸을 움직여 

수비수를 속인다. 

피벗을 이용하여 

빠르게 회전한다. 

센터: 보통 팀의 최장신이며 

골 밑에서 주로 공격한다. 몸싸움과 

리바운드, 피벗 플레이가 좋아야 한다.  파워 포워드: 센터와 함께 골 밑  

플레이에 주력해야 하는 포지션으로 

골 밑 공격과 리바운드, 스크린이 

주임무이다.    

스몰 포워드: 다른 4명의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득점, 리바운드, 

드리블, 슛 능력이 좋아야 한다. 슈팅 가드: 득점을 주로 담당하며, 

포인트가드 대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외곽 슈팅 

능력이 좋아야 한다. 

포인트 가드: 팀의 리더 역할을 하며, 드리블과 

패스,  어시스트 등에 능해야 하고, 넓은 시야로 

선수들을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미들 포스트   

로우 포스트    

하이 포스트   

코너   코너   

윙   
탑    

윙   

오버 가딩: 공격수 앞쪽에서 수비 백 가딩: 공격수 뒷쪽에서 수비

수비수	 수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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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골키퍼가 없다.

➋ 전원 공격과 전원 수비를 해야 한다.

➌ 라인이 없다. 

➍ 스킨십을 통한 세리머니를 해야 득점으로 인정된다. 

➎  상대 팀에서 한 명의 깍두기를 지목하고 깍두기는 1점을 더 추가하여 2점으로 

인정된다.

➏ 욕설을 하면 바로 퇴장당한다.

➊  경기 방법: 15명의 선수 중 경기 인원은 5명으로, 나머지 10명은 대기 존에 위치한다. 득점

한 선수는 대기 존으로 퇴장하고 다음 순서를 기다린다. 순서에 의한 대기 존 선수는 자기 팀

이 득점을 하여 퇴장한 선수가 생기면, 즉시 경기장에 들어간다. 퇴장한 선수가 총 10명 이상

부터는 해당 득점의 +1점을 받게 된다. 

➋ 경기 인원수: 5 : 5 방식의 기본적인 농구 룰을 적용한다. 

➌ 경기 시간: 전후반 6분씩, 하프 타임 2분

➍ 득점:  자유투(1점), 3점 슛 안쪽 라인(2점), 3점 슛 바깥 라인(3점), 퇴장한 선수가 10명이

면, 이후부터는 자기 팀의 해당 득점에서 +1점을 가산한다. 단, 자유투는 무조건 1점

이다. 

➎ 교체: 교체는 수시로 가능하지만, 대기 존 순서에 의해서만 교체 가능하다. 

➏ 평등 농구 특별 규칙 

•배려 교체: 후반전 시작 시 주장은 선발로 나온 상대 팀의 1명을 교체시킬 수 있다.

•인성 패널티:  전반전과 후반전 기준으로 한 번의 파울도 없을 시 대표선수 5명을 뽑아 자유투 

1회씩의 기회를 제공한다. (후반전 시작할 때 / 경기 종료 후)

STEP 3  경기하기

STEP 2  경기 방법 및 경기 규칙STEP 1  경기장

STEP 2  경기 방법 및 경기 규칙STEP 1  경기장

평등 농구: 전원이 함께 동등하게 즐기는 농구 

평등	농구는	무엇일까?	기존의	농구	경기	방식을	변형하여	참가	선수	전원이	경기하고	경쟁보다	

협동을	우선으로	하는	농구이다.	득점을	하면	퇴장하는	방식으로,	한	팀의	선수가	득점을	하면	

대기	존으로	퇴장하고,	대기	존에	있던	선수가	들어오는	형태이다.	퇴장한	선수가	10명이	되면,	

이후부터	그	팀의	득점은	+1의	점수를	얻게	된다.	즉,	팀의	승리를	위해서는	소수	몇	명의	기술

력	보다는	팀	전체의	협동과	배려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형태에	맞는	운동	기능과	

전술적인	능력이	필요한	농구	경기이다.	

경기 상황에 맞게 전략을 진단하여 창의적으로 적용해 보자.

 

 

인성 축구: 누구나 소외 없이 함께 즐기는 축구 

인성	축구는	실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경기이다.	모든	선수들끼리	소통하고	배려하

여	소외당하는	사람	없이	모두	즐길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가장	큰	특징은	라인이	없고,	인성라

바콘과	인성	조끼를	사용해야	하며,	골	득점	시	스킨십을	통한	세리머니를	해야	득점으로	인정된

다.	또한	서로	상대팀의	1명씩을	선정하여	선정된	깍두기는	+1점의	기회를	얻게	된다.	포지션에	

상관없이	누구나	같은	마음으로	즐기는	인성	축구를	통해	협력과	배려	그리고	존중을	배워	보자.

창의융합활동

1 인성 축구 

창의융합활동

2 평등 농구

➌ 한 팀은 4명으로 구성

➊ 특별하고 새로운 규칙 적용

➍ 도전 정신 라바콘을 맞추면 득점

➋ 라인이 없이 4분의 경기 시간

➎ 상대 팀에서 한 명을 지목

수업 제목: 인성 축구

➏	깍두기	제도:	2점으로	인정

➒	스킨십을	통한	세리머니	미실시의	경우

득점	인정	안	함

➐	욕설은	퇴장

➓	골키퍼가	없는	축구

➑	득점	후	스킨십을	통한	세리머니

소외 없이 모두가 즐기는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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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팀 구성: 학급 인원수에 따라 4~6명으로 구성

➋ 3:3:3 규칙 적용: 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리블 없이 3보 이내, 3초 이내에 패스, 3회 이내의 패스

➌ 경기 시간: 전·후반 7분씩, 휴식 시간 2분

➍ 상대 선수 2명 지명: 경기 시작 전 상대 팀에서 2명(대단이, 깍두기)을 지명, ‘대단이’는 1득점 후 도움(어시스트)만 가능, ‘깍두기’는 득점 시 +1점 

➎ 득점: 6m 라인 안에 넣은 3개의 라바콘 중 한 개 이상을 맞추면 득점(1점), 깍두기 득점 시 2점

➏ 세리머니: 골 득점 시 팀원 모두가 모여 세리머니를 해야만 득점으로 인정

➐ 퇴장: 경기 중 욕설, 폭력, 상대를 비하하는 발언 시 퇴장

➑ 인성 페널티: 전•후반 각각 파울이 없을 시 5명의 대표 선수를 뽑아 하프 코트에서 골키퍼 없는 골대에 프리 스로 5회 실시(맞추면 개당 1점)

STEP 2  경기 방법 및 경기 규칙

STEP 1  경기장

단결 핸드볼: 경쟁보다 협동을 우선으로 하는 핸드볼 

단결	핸드볼은	무엇일까?	기존의	핸드볼	경기	방식을	변형하여	참가	선수	전원의	참여와	경쟁보다	

협동을	우선으로	하는	핸드볼이다.	신체	접촉이	많은	핸드볼에	안전성을	높이고	3:3:3의	원칙(드

리블	없이	3보	이내,	3초	이내,	3회	이내의	패스)이	적용된다.	특히,	3회	패스라는	협동	과정을	

거쳐야만	득점이라는	관문으로	향하는	형태이다.	경기시작	전	서로	상대팀의	2명을	뽑아	한명은	1

회	득점	후	도움(어시스트)만	할	수	있고,	다른	한	명은	득점에	+1의	보너스	점수를	받는다.	

가장	큰	특징은	골키퍼와	드리블이	없는	경기	규칙으로	빠른	공격과	수비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인성	페널티(전·후반	각각	파울이	없을	시	5명의	대표	선수를	뽑아	하프	코트에서	골키퍼	없는	

골대에	프리	스로	5회	실시)의	경기	규칙이	있는	것도	큰	특징이다.	즉,	자기	팀의	승리를	위해서

는	소수	몇	명의	기술력보다는	팀	전체의	협동과	배려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에	어울리는	

운동	기능과	전술적인	능력이	필요한	핸드볼이다.

창의융합활동

3단결
핸드볼 

STEP 2  경기 방법 및 경기 규칙

➊ 경기 인원: 5명, 교체 선수 7명(교체 자유)

➋ 경기 규칙: 오프사이드가 없고, 태클이나 몸싸움 자체가 금지

➌ 경기 시간: 전·후반 20분씩, 데드 타임 적용(경기가 끊어지면 시간 정지)

➍ 팀 반칙: 6개 이상부터, 골키퍼와 1:1로 10m 지점에서 페널티

➎ 심판의 신호에 시작하고, 상대 선수는 킥오프 전에는 3m 이상 떨어져야 한다.

➏ 반칙이나 공이 아웃되면 킥 인에 의해 재개한다. 

➐ 프리 킥을 할 때 상대 선수는 5m 이상 떨어져야 하고, 페널티 킥은 페널티 마크에서 수행

➑  킥인: 경기 중에 공이 사이드라인으로 나갔을 때, 축구에서 손으로 하는 스로인과 같음.

STEP 3  축구와 풋살 경기 규칙 비교

풋살 경기 포메이션:	다이아몬드	형태

STEP 1  풋살 경기장

풋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미니 축구 

풋살(Futsal)은	1930년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	세리아니에	의해	창안되었고	1965년	최초의	

국제	대회인	제1회	남미컵	경기	개최를	시작으로	현재	많은	동호회와	학생들이	즐기고	있다.

창의융합활동

4 풋 살 

내용 사용구 경기장 골대 경기 인원 교체 인원 사이드아웃 경기 시간 작전 시간 오프사이드

풋살 4호 40m×20m
H:	2m

W:	3m
5명

7명

(교체	자유)
킥인

전•후반

각	20분

전•후반

각	1분
없음

축구 5호 105m	X	68m
H:	2.44m	

W:	7.32m
11명 3명 스로인

전•후반

각	45분
없음 있음

하프라인 

센터마크 

패널티 마크 

패널티 에어리어 

코너아크  

센터 서클

5m

3
m

6m

10m

38~42m

5m 5m 5m 5m

반지름

세컨드 패널티 마크 

선수 교체 구역 

2
0
~

2
5
m

선수 교대 라인 

이 라인과 센터라인 사이로 

경기 중 자유롭게 선수 교체를 한다.

7m 라인  

득점과 다름 없는 중대한 반칙이 

나왔을 때 7m 스로하는 라인 

6m 라인  

공격자, 수비자 모두 

들어갈 수 없는 라인 

센터 라인  

최초 공격을 하거나 골이 성공하였을 

때 상대방 공격이 시작되는 라인 

9m 라인 

프리 스로 라인으로 9m와  6m 사이에서 반칙이 일어난 경우 가장 가까운 9m 라인 

위에서 경기를 속개하게 된다. 이때 모든 공격자들은 이 라인 밖으로 나온다. 



262 263

IV
    경

쟁
 

학 습 포 인 트  

영역형	경쟁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정정당당하게	경기할	수	있다.

영역형 경쟁 스포츠와
페어플레이

“넘어져도 함께 가자” 女 육상 선수, 페어플레이상 수상!

리우 올림픽 육상 경기 도중 뒤엉켜 넘어

진 경쟁 선수를 일으켜 세우며 뜨거운 감동을 

전해 준 미국 여자 육상 선수 애비 디아고스

티노와 뉴질랜드의 니키 햄블린이 페어플레

이상을 수상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페어플레이위원회(CIFP)는 21일(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올림픽에서 승

리나 메달, 기록 경신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스포츠맨십”이라며 “두 선수는 진정한 올림

픽 챔피언의 모습을 보여 줬다”고 선정 이유

를 밝혔다.

출처: 동아일보. 2016.8.21.

4명의 모둠을 만들어 위 뉴스를 보고 

생각한 점을 이야기하고 적어 보세요.

1

3

2

4

진정한 승부를 위한 페어플레이에 대하여 생각

해 보자.

영역형 경쟁 스포츠에서 경기에 유리한 상황을 얻기 위해서는 구

성원들이 전략 및 전술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팀의 조직력이 필요하

다. 또한 신체적 접촉이 많은 특성으로 감정 변화의 자제력을 발휘

해야하고, 정정당당한 태도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경기 상

황에서 자신과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물론이고 진정한 승부를 

겨루기 위해서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페어플레이

규칙을	준수하며,	정정당당

하게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임하는	태도

페어플레이 트로피

1990년	제14회	월드컵	축구	대회	때부터	페어플레이,	즉	깨끗

한	매너를	보인	팀에	주는	단체상으로,	‘페어플레이상(賞:Fair	Play	

Award)’	또는	‘FIFA	페어플레이	트로피’라고도	한다.	매	경기가	끝난	

뒤	경기	커미셔너가	6개	항목으로	나누어	점수를	매긴	평가서에	따라	수

상	팀을	결정한다.	6개	항목은	첫째	레드카드(퇴장)와	옐로카드(경고)를	

받은	횟수(10점),	둘째	적극적인	플레이(10점),	셋째	상대	팀에	대한	

배려,	넷째	심판의	지시에	대한	복종	여부,	다섯째	팀	관계자들의	행동,	

여섯째	응원하는	관중들의	태도	등	전체	40점	만점에	각	팀의	점수를	종

합	평가해	수여한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	대회	때는	벨기에	팀

이	받았는데,	트로피와	메달,	5만	달러의	상금이	주어졌다.	

출처: 스포츠경향. 2014.6.17.

역대 월드컵 페어플레이상 수상 팀 

1970
멕시코 

페루  

1986
멕시코 

브라질   

2002
한국·일본  

벨기에    

1974
서독  

스페인 

1990
이탈리아   

잉글랜드  

2006
독일    

브라질 
스페인   

1978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1994
미국   

브라질    

2010
남아공    

스페인     

2014
브라질     

콜럼비아      

1982
스페인  

브라질   

1998
프랑스   

잉글랜드
프랑스    

창의 Up
융합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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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형�경쟁�스포츠의�역사와�특성을�이해하고,�변천�과정,�인물,�기록,�사건�등을�감상하고�분석할�수�있다.

•�필드형�경쟁�스포츠에서�활용되는�과학적�원리를�이해하고�운동�수행에�적용하며,�문제점을�분석하고�해결할�수�있다.�

•�필드형�경쟁�스포츠의�경기�방법과�경기�전략을�이해하고�경기�상황에�맞게�전략을�진단하여�창의적으로�적용할�수�있다.�

•�필드형�경쟁�스포츠에�참여하면서�자신의�역할에�책임을�다하고,�팀의�공동�목표를�이루기�위해�노력할�수�있다.�

학 습 목 표

야구 경기장을 그려 보자.

��번트���������� ��희생�플레이����� ��팀워크���������������� ��스트라이크

��체인지업���� ��보크��������������� ��벤치�클리어링������ ��더블�플레이

내가 알고 있는 용어를 표시해 보자. 

 

	 	 	 	 	 	 	 	 	 	

	 	 	 	 	 	 	 	 	 	

	 	 	 	 	 	 	 	 	 	

필드형 
경쟁

    1   필드형 경쟁 스포츠의 이해

    2   필드형 경쟁 스포츠의 원리

    3   필드형 경쟁 스포츠의 활동

 필드형 경쟁 스포츠와 팀워크

경쟁의�목표는�게임과�스포츠�상황에서�숙달된�기능과�

상황에�적합한�전략의�활용을�통해�성취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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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형 경쟁 스포츠를 관람한 경험을 적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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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습 포 인 트  

필드형�경쟁�스포츠의�역사와�특성을�이해하고,�경기�유형,�인물,�기록,�

사건�등을�감상하고�분석할�수�있다.

생각하기 필드형 경쟁 스포츠의 이해 1
필드형 경쟁 스포츠의 변천 과정

필드형 경쟁 스포츠의 역사는 여러 나라에서 시대와 환경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고대 이집트, 그리스 벽화나 그림 등의 자료를 보면 막대기를 가지고 공을 치는 놀이를 찾아볼 수 있다. 대표

적인 필드형 경쟁 스포츠는 야구이다. 야구는 영국에서 배트와 작은 공을 사용한 크리켓, 라운더즈가 점차 

발전하여 시작되었다. 이후, 영국 이민자들이 미국에 전해 널리 퍼졌으며 라운더즈를 모방한 타운볼이라는 

경기가 시작되었고 점차 발전되어 오늘날의 야구로 성장하게 되었다. 

소프트볼은 겨울 동안 실내에서 연습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야구와 비슷하지만 야구공보다 조금 큰 공을 

사용하며 투구 폼 등에 제약이 있는 스포츠로 널리 행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야구의 딱딱한 배트와 어려운 기능으로 쉽게 접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여 배트 대신 발로 차

는 발야구와, 발야구를 체계화하여 보다 속도감과 박진감을 높인 파워 발야구, 배팅 티 위에 공을 올려 놓고 

치는 티볼 등이 행해지고 있다. 또한 야구에서 투수와 타자의 상호 작용을 높이고 투구의 어려운 점을 보완하

여 투수가 공을 굴려 높이 튕겨 오른 공을 치는 플레이트 야구 등이 실시되고 있다. 

필드형 경쟁 스포츠의 특성은 무엇일까?

필드형 경쟁 스포츠는 야구, 소프트볼, 발야구, 티볼, 크리켓 등과 같이 운동장에서 공격과 수비를 나누어 

공을 상대편의 빈 공간으로 보내고, 일정한 구역을 돌아오면 득점을 얻는 방식으로 경쟁하는 활동이다. 공격

과 수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수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며, 순번을 정하여 공격하고 특정한 위치에서 각

자 팀을 위해 수비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운동기능 특성

던지기

받기

치기

달리기

명확한�공격과�수비

대부분�부채꼴�모양의�경기장

야구

•국가별�배트로�공을�치면서�놀았던�놀이

•13세기�영국에서�크리켓�시작

•1845년�알렉산더�조이�카트라이트가�야구�규칙을�고안

•1876년�미국�프로�야구�시작

•1904년�미국인�질렛이�우리나라에�야구�소개

•1982년�우리나라�프로�야구�시작

•1992년�바르셀로나�올림픽�정식�종목�채택

•�2006년�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대회에�참가�

(우리나라�4강�진출)

•�2009년�월드�베이스볼�클래식�대회에�참가� �

(우리나라�준우승)

•�2014년�인천�아시안게임에�참가� � �

(우리나라�우승)

소프트볼

•�1887년�미국에서�겨울철�실내�야구로�시작� �

(조지�핸콕�창안)

•1903년�‘레이디�볼’로�시행

•1920년�‘플레이�그라운드�볼’로�보급

•1933년�‘소프트볼’로�명칭�변경

•1948년�우리나라에�처음�소개

•1962년�미국에서�세계�여자�소프트볼�선수권�대회�개최

•1990년�제11회�베이징�아시안게임�정식�종목�채택

•2012년�런던�올림픽�때�정식�종목에서�제외

•2020년�도쿄�올림픽�정식�종목�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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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기록 사건 등을 감상하고 분석하자.

세계 최초의 영구 결번 선수, 뉴욕 양키즈 4번 루 게릭

최초의 영구 결번 선수는 뉴욕 양키즈의 루 게릭이다. 우리에게 

‘루 게릭 병’으로 유명한 병명 속 주인공이 바로 루 게릭 선수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야구에 독보적인 재능을 보였는데, 그 실력은 팀 

내 가장 높은 타율과 장타력을 가진 선수가 설 수 있는 4번 타자 자

리를 독보적으로 차지하고 있을 정도였다. 그는 통산타율 3할 4푼, 

2,130경기 연속 출장, 2,721개의 안타, 493개의 홈런을 기록하

였다. 

하지만 그의 나이 36세, 체내 모든 근육이 없어지고 숨 쉬는 것

마저 힘들어지는 ‘루 게릭 병’이 생겼다. 하지만 루 게릭 선수는 팬들

과 동료 선수들에게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은퇴 후 병마와 

싸우는 와중에도 대중 앞에 설 때면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희망을 전달한 것이다. 루 게릭이 속해있던 뉴욕 양키즈에서는 그의 업적과 메시지를 기리

기 위해 등번호 4번을 세계 최초 영구 결번(은퇴하는 선수의 등번호를 훗날 다른 선수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영구적으로 번호를 기리는 것)으로 지정했다.

흑인 최초의 메이저리그 선수, 잭 루스벨트 로빈슨

42번은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인 잭 루스벨트 

로빈슨의 등번호다. 메이저리그에서 유일하게 30개 구

단 전체에서 영구 결번이 되었다. 메이저리그에서 로빈

슨이 처음 흑백의 장벽을 허물었던 4월 15일을 기념일

로 정했고, 2009년부터는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모든 코

치진과 선수들이 이날 42번을 달고 경기를 하도록 정하

였다. 

1919년 조지아주 목화농장 소작인의 아들로 태어

난 로빈슨은 흑인들만 뛰던 니그로리그에서 활약하다가 

1947년 4월15일 브루클린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메이

저리그에 데뷔했다. 당시 메이저리그는 백인들의 전유물

로 여겨졌기에 로빈슨의 등장은 상당한 문화충격이었다.

동료 선수들이 출전을 거부하기도 했고, 원정 숙소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다. 로빈슨은 온갖 편견과 멸시를 

극복하고 내셔널리그 신인왕을 차지했고, 1949년에는 타격왕에 오르며 최우수선수(MVP)에도 뽑혔다.

장애를 뛰어넘은 한 선수의 열정으로 변한 야구의 심판 시그널

윌리엄 엘스워스 호이(William Ellsworth Hoy)는 미국 메이저리그

의 중견수였다. 데뷔 첫해 도루왕에 올랐고, 그가 기록한 통산 594개의 

도루는 메이저리그 역사를 통틀어도 역대 18위에 해당하는 대단한 선수

였다. 그는 3살 때 수막염을 앓은 이후 청력을 잃어버린 청각장애인이었

다. 특히 심판의 판정을 들을 수 없어 심판에게 손짓으로 알려달라고 부탁

하였고 이렇게 시작한 심판의 수신호는 다른 수신호까지 이어져 갔다. 그

리고 심판의 수신호가 경기 진행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깨닫고 지금의 

수신호로 발전하게 되었다. 결국 장애를 딛고 야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

았던 한 선수에 의해 야구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다. 

역사로 알아보는 필드형 경쟁 스포츠

윌리엄�엘스워스�호이

(William�Ellsworth�Hoy)

1862.5.23�~�1961.12.15

영국에서�시작된�크리켓이�배트와�

공을�사용한�놀이가�됨.

초창기�야구�글러브� 다이아몬드�모양의�야구�경기장�

19세기에�들어오면서�야구가�다

양한�경기�방식으로�시행되어�오

다가�1841년�현재와�같은�다이아

몬드형�필드가�고안됨.

호주와�뉴질랜드에서�소프트볼이

나�야구를�시작하려는�어린이를�

대상으로�티볼이�보급됨.

1887년�핸콕이�인도어�베이스볼

이라는�이름으로�소프트볼을�처음

으로�공개함.

크리켓은�영국의�국기�스포츠이자�

국민성과�밀착된�특수한�민족�스

포츠로�성장하여�1748년에�공식

적으로�인정됨.

초창기�크리켓�용구

13세기 18세기 중엽 19세기 중엽 1980년대 이후

루�게릭((Lou�Gehrig)�미국�

1903.�6.�19.�~�1941.�6.�2.

잭�루스벨트�로빈슨(Jack�Roosevelt�Robinson)�

1919.�1.�31.�~�197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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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습 포 인 트  

필드형�경쟁�스포츠에서�활용되는�과학적�원리를�이해하고�운동�수행에�

적용하며,�그�과정에서�나타나는�문제점을�분석하고�해결할�수�있다.

필드형 경쟁 스포츠의 원리는 무엇일까?

필드형 경쟁의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야구, 소프트볼, 티볼, 발야구 등이 

있다. 이 종목들은 던진 공을 받아치는 공통점을 가진다. 둥근 공을 받아 치

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인간의 반응속도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

에 3할을 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30%의 성공에도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야구의 다양한 통계들  

• 출루율: 타자가 얼마나 자주 

누에 출루하였는가?

=OBP
AB BB HBP SF
H BB HBP
+ + +
+ +

H :�안타,�BB:�볼넷,�

HBP :�몸에�맞는�볼,�AB:�타수,�

SF :�희생�플라이

• 승률: 팀, 투수, 감독 등이 

얼마나 자주 이겼는가?

���승리한�경기��

��전체�경기

• 장타율: 타자가 2루타 이상의 

안타를 얼마나 많이 쳤는가?

a 2b 3c 4d
x

+ + +

a:�1루타�수,��b:�2루타�수,��

c:�3루타�수,��d:�홈런�수,��

x:�타수

• 도루 성공률: 주자가 도루를 시

도해 얼마나 많이 성공했는가?

���도루�성공�수���

���도루�시도�수

출처: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퍼펙트 게임

투수가�최소수의�타자(9이닝�동안�27명)를�상대하고�어느�누구도�누에�출루하지�못

하게�하는�게임을�말한다.�말�그대로�‘완벽한�게임’이다.�120년�메이저�리그도�지금

까지�단�21명만이�기록하였고,�우리나라는�아직�달성한�선수가�없다.

팀플레이와 협동 

3할과 격려 

심판과 공감 

번트와 희생 

야구의�모든�기록은�인간의�한계를�넘어서기�위함이며�그들의�기록은�아무리�많은�칭찬과�격려를�해도�부족할�것이다.�

>>> 3할의 의미

 야구에서 타율은 타자가 타석에 들어선 횟수 중 안타를 치고 출루한 확률

을 나타내는 것이다. 타율 3할은 10번의 타석 중 3번은 안타를 치고 출루한

다는 뜻으로, 야구에서 좋은 타자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7번의 아

웃 대신 3번의 안타를 기록으로 남기는 3할 타자의 예를 통해, 야구에서 안

타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다. 

필드형 경쟁 스포츠의 원리

3할과 격려원 리 1

상식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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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더하기 상식 더하기 필드형 경쟁 스포츠는 다른 유형의 경기에서 볼 수 없는 플레이가 있다. 바

로 번트, 희생플라이와 같은 플레이다. 팀의 유리한 상황을 위해 나보다 우리 

팀의 동료를 위한 플레이를 해야 한다.

홈런의 예절 

필드형 경쟁 스포츠에서 홈런

을 치는 경우에도 예절이 필요

하다. 홈플레이트를 밟기까지 

상대편에 대한 배려로 빠르게 

1~3루를 뛰어서 돌아와야 하

고, 배트를 던지면 안 된다. 또

한 같은 팀 동료는 모두 나와 

축하를 해준다.

안전 수칙 

공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보호 장비를 반

드시 착용해야 하고 경기 상황

에 집중해야 한다.

인간만이 시속 160km 

강속구를 던질 수 있다.  

인간의 어깨는 초당 25회의 엄

청난 회전 속도를 낼 수 있으

며, 인간의 신체부위 중 가장 

빠른 운동속도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시속 160km에 이

르는 강속구를 던질 수 있다. 

단지 근육의 힘만으로는 이처

럼 빠른 강속구를 던질 수 없

다. 인간보다 두 배나 강한 힘

을 가진 침팬지도 빠른 어깨 

회전속도가 없어서 겨우 시속 

30km 정도의 속도로 공을 던

질 뿐이다. 

주자가�1루,�또는�2루에�있을�경우�1~2루�사이로�번트한다.

주자가�3루에�있을�경우�2~3루,�또는�1~2루�사이로�번트한다. 

번트 

야구 타격 기술 중 하나로 배트

를 스윙하지 않고 내야에 공이 

천천히 구르도록 일부러 공을 

배트에 살짝 갖다 대는 것이다. 

희생플라이 

주자가 있을 경우, 타자가 의도

적으로 외야방면으로 높이 뜬 

공을 쳐서 주자가 태그 업 플레

이를 통해 다음 누로 진루하거

나 득점을 하도록 하는 플레이

를 말한다.

번트의 과학적 원리

번트를 하는 순간 작용과 반작

용의 법칙이 적용된다. 큰 작

용을 한다면 멀리 반작용하겠

지만, 번트와 같이 작용력을 

작게 한다면, 반작용도 작게 

일어나 공이 천천히, 짧게 날

아가게 된다.

번트와 희생원 리 ➋
>>> 타격의 원리

야구 경기장 마운드에서 포수 미트까지의 거리는 18.44m이다. 150km

의 강속구가 투수의 손을 떠나 포수에게 도달하는 시간은 약 0.5초에 불과하

다. 타자는 이 0.5초안에 날아오는 공의 구질과 방향을 판단하고 배트를 스

윙하여 공을 쳐야 한다.

>>> 구질의 종류

공을�보고�판단
하는�시간� 스윙시간

0.15초 0.25초

106.8cm

7cm�이하

스위트�스폿

스위트�스폿:��배트의�전체�길이는�106.8cm이고�가장�굵은�부분의�지름은�7cm�이하이다.�배트�끝에서�손

잡이�쪽으로�5~10cm�정도에�공이�맞으면�가장�멀리�날아간다.�

빠르게�스윙을�하기�위해서는�몸의�중심방향으로�

배트의�회전반경을�짧게�하여�스윙한다.

배트에서 홈런을 치는 부위

>>> 번트를 위한 수행 원리

•공을 끝까지 주시해야 한다. 

•배트는 지면과 평행이 되도록 내민다. 

•주자와 미리 사인을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배트의 하단 부분에 공을 맞혀 땅볼이 되도록 한다.  

>>> 번트의 원리

번트는 배트를 스윙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보내는 기

술이다. 기본적으로 주자가 있을 경우 수비수가 주자보다는 번트를 수행한 자

신을 아웃시키도록 하여 주자를 진루시키는 플레이를 한다. 번트를 통해서 팀

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커브
공이 빠르게 돌다가 

크게 떨어진다.

체인지업

공이 빠르게 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직구

변화 없이 직선으로 

날아간다.

슬라이더

공이 회전하며 대각선

으로 떨어진다.

스트라이크 존 

어깨�아랫부분�

중간점 

바지�윗부분�

무릎�윗부분�

무릎�아래�
부분�

홈�플레이트�

스트라이크�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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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더하기 

>>> 의사소통의 원리

스포츠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부재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의사소통능

력은 개개인의 가정 및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부분이 많아 부족

한 부분을 채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효과적

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행 원리에 대해

서 알아보자. 

>>> 공감의 원리

스포츠 경기 수행을 하다 보면 선수와 선수 사이, 선수와 감독 사이, 

선수와 관람자 사이에서 공감하지 못하여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갈등

이 발생하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수행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의사소통 요소

이해

듣기 읽기 

표현 

말하기  쓰기  

유쾌한 대화를 위한 

우리의 다짐!  

•대화의�질을�높이자

•대화의�양을�조절하자.

•관련�있는�주제로�대화를�하자.

•대화의�모호함을�피하자.

의사소통 방법

몸짓 

문자�

멈추기   

다른 사람의 감정, 의

견, 주장에 대해 즉각적

으로 판단하여 행동하기 

전에 일단 멈춘다.

듣기   

다른 사람이 의견이나 

주장 등을 무엇이든 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

야기를 들어준다. 

숨쉬기   

심호흡을 통해 마음에 여

유를 갖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반응하기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태도로 반응해 준다. 

 다양한 타격 연습 

활동하기 

1단계 거울과 타이어를 이용한 타격 연습 2단계 공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타격 연습 3단계 던진 공을 이용한 타격 연습

스탠스 방법  

•스퀘어 스탠스: 양발을 평행하게 한 자세

•클로즈드 스탠스: 바깥쪽으로 들어오는 공의 공략이 쉬운 자세

•오픈 스탠스: 변화구 또는 몸 쪽으로 들어오는 공의 공략이 쉬운 자세

배트를 잡는 방법 

새끼손가락부터 순서대로 잡고 엄지와 

검지는 느슨히 잡는다.(왼손 타자는  

왼손과 오른손의 위치와 역할이 반대)

3단계 타격 연습 

스윙 방법 

코스별 타격 연습  

임팩트 순간의 위치에 따라 공의 진행

방향이 달라진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

으로 타격하기 위해 연습을 해 본다.

스퀘어 스탠스 클로즈드 스탠스 오픈 스탠스

공감은 사회성의 핵심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 의견, 주장에 대하여 자기

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경기자는 심판의 판정에 자신도 인

정하고 경기에 임해야 하며, 관람자는 경기자와 심판자의 경기에 재미를 느끼

며 긍정적으로 관람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대방의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에 필요한 

공감과 의사소통에 대하여 알아보자.

경기자와 관람자 그리고 심판자의 공감원 리 ➌

1
다양한 타격과 투구를 체험해 보자!
배트를 사용하여 날아오는 둥근 공을 타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자.

➊ 어퍼 스윙: 배트를 위쪽으로 스윙하는 방법

➋ 레벨 스윙: 지면과 수평으로 스윙하는 방법

➌ 다운 스윙: 아래쪽으로 스윙하는 방법 

➊

➋

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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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트 연습

>>> 주루 연습

표적지 맞추기 �

표적지를 세워 놓고 일정한 거리에서 정확성을 

높여 던지며 연습한다.

숫자판 맞추기  

벽에 숫자를 적어 놓은 매트를 세워 놓고 공을 

던져 숫자의 합을 계산해 본다.

주고받기  

2인 1조로 투수와 포수의 역할을 정하고, 투수

가 스트라이크 3개를 던지는 데 성공하면 역할

을 교대한다.�

>>> 다양한 투구연습

직구 

일반적인 투구의 구질로, 

거의 직선으로 빠르게 날아

간다. 

커브 

공에 전진 회전을 주어 타

자 가까이에 왔을 때 공이 

아래로 급격히 떨어진다.

슬라이더 

직구와 비슷한 속도로 날아

가며, 공이 좌우 옆으로 휘

어져 떨어진다.�

체인지업 

공을 손바닥 깊숙이 쥐고 직구

처럼 던지며, 공의 속도가 타자 

가까이에 왔을 때 느려진다. 

구질별 그립�

게임 방법

1. 수비자는 양쪽의 누 사이로 공을 주고받는다. 

2. 공격자는 누 사이에서 아웃당하지 않고 2분 안에 양쪽에 있는 누를 밟는다. 

    누를 밟을 때마다 1점을 얻는다.

3. 공을 잡은 상태에서 공격자를 태그하면 경기가 끝난다.

2
번트 기술을 체험해 보자.
번트 기술에 필요한 야구 기초기능을 연습해 보자. 

>>> 다양한 캐치볼 연습 

>>> 번트 게임

게임 방법

1. 5 : 5의 팀으로 나눈다.

2. 5명이 아웃되면 공격과 수비를 교대한다. 

3. 타자는 번트로만 타격하여 경기한다. 

4. 투수는 3이닝 게임으로 스트라이크 존 판 안에 공을 넣어야 한다. 

1단계 

기둥에 줄(2줄)을 매달고 구멍이 뚫린 공을  

연결하여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양팔을 벌려 

공을 보내면 번트 자세로 공을 받아 친다. 

2단계 

경사가 있는 판에 공을 굴려 공이 튀어 오른 

공을 번트 자세로 살짝 갖다 댄다.

3단계 

던지는 사람이 치기 좋은 공을 던져 주면 번

트 자세로 받아 친다. 

1단계 

둘이서 마주 보고 10m 사이에서 던지고 

받는다.

2단계 

거리를 20m로 늘려서 고리 안에 넣어 

던지고 받는다.

3단계 

5m의 짧은 거리에서 높게, 중간, 낮게 

던지고 받는다.�

커브

체인지업

직구

슬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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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플레이 연습

개인 노크를 통해 내야수 간 더블 플레이와 내야수와 외야수 간 중계 플레이 등의 수비를 연습한다.�

* 노크:�홈에서 공을 쳐 수비수에게 보내어 수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중계 플레이 연습

외야수는 내야수를 거쳐 홈 플레이트까지 공을 중계하는 연습을 

한다. 

더블 플레이 연습

타자는 3루 쪽으로 공을 보내고, 3루수 또는 유격수는 

2루로 공을 보내어 아웃시키고 1루로 송구한다.

원 아웃 투 아웃 

>>> 다양한 협동 수비 연습하기

>>> 공격과 수비 전술로 협동 플레이 연습

연습 방법

• 1루에 주자가 있는 상황을 만들고 다양한 공격과 수비 전술을 연습

한다. 

•타자는 팀 배팅을 한다. 

• 수비수는 더블 플레이, 중계 플레이, 백업 플레이 등을 연습한다.

*  팀 배팅: 앞 주자를 진루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타격을 말

하며, 앞에 주자가 있을 경우 주자의 반대방향의 땅볼로 공을 보내

어 주자의 진루가 유리하도록 만든다.

연습 방법

• 2루에 주자가 있는 상황을 만들고 다양한 공격과 수비 전술을 연습

한다. 

• 공격 팀은 희생 번트, 희생 플라이, 히트 앤드 런 등을 연습한다.

• 수비 팀은 더블 플레이, 백업 플레이, 커버 플레이 등을 연습한다. 

• 투수는 연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타자가 타격하기 쉽게 공을 

던져 준다. 

무궁화 꽃이 ‘심판’합니다.

게임 방법

① 술래 한 명을 뽑아 벽에 등을 돌리고 선다. 

② 술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놀이에서 ‘피었습니다’ 대신 심판 수신호를 

    선택하여 말한다.(예 : 무궁화 꽃이 아웃합니다.)

③ 술래가 말한 ‘아웃’에 대한 심판 시그널 동작이 틀리거나 움직였을 경우 술래 쪽으로 

    와서 술래 손을 잡고 줄을 선다. 

④ 조금씩 술래 쪽으로 움직여서 술래 손을 치고 반대쪽으로 뛰어간다. 

⑤ 술래가 뛰어가서 잡은 사람은 다음 술래가 된다. 

아이 엠 그라운드 ‘야구 심판 되기’

게임 방법

①  팀끼리 원으로 둥글게 앉아 한쪽 방향으로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라고 외치

며 한 사람씩 자기소개를 한다. 이때 자신을 소개하며 심판 수신호를 이야기한다. 

② 자기소개가 끝나면 술래는 자신의 수신호를 말하고 무작위로 원하는 사람의 수신호를 

    부르면, 그 다음 사람은 마찬가지로 자신의 수신호를 말하고 무작위로 다른 사람의 

    수신호를 불러 게임을 연결한다. 

③ 자신의 수신호 및 다른 사람의 수신호가 생각나지 않으면 술래가 된다. 

심판 시그널 댄스

게임 방법

① 야구 심판 수신호와 야구 동작 자세 그리고 다양한 

    대형을 이용하여 준비 운동 댄스를 만든다. 

②  준비 운동의 원칙에 따라 심장 부위보다 먼  

부위에서 점차 가까운 동작으로 만든다. 

③ 좌우 동작을 같게 만든다. 

④ 8박자에 맞추어 리듬감 있도록 만든다.

스피드 ‘심판 시그널’ 게임

게임 방법

① 심판 수신호를 설명 없이 몸으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은 그 문제를 푸는 게임이다.

②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면 이긴다.

③ 한 종목의 심판 수신호에서 다양한 종목으로 늘어나며 난이도를 높인다.

04

03

02

01

3
경기 참여자와의 공감 및 의사소통
놀이, 게임, 댄스 등을 통해 심판의 수신호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워 보자.

무궁화 꽃이 

‘아웃’합니다

볼

심판�수신호� 야구�동작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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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각 경기장 모양의 필드형 경쟁 스포츠

대표적인 필드형 경쟁 스포츠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

이 있을까?   

야구는  

어떠한 스포츠인가?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된 야구

는 9명씩 이루어진 두 팀이 9회

씩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하며 

승패를 겨루는 경기로,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쳐서 1, 2, 3

루를 돌아 본루로 돌아와 득점

을 얻는 경쟁 스포츠이다. 야구

는 던지기, 받기, 치기, 달리기 

등의 운동 기능이 포함되어 있

고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지

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상식 더하기 

필드형 경쟁이 의미 있는 이유

삼진 아웃을 통한 세 번의 기회, 공격과 수비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정정당당한 경쟁, 각자 위치에서의 철

저한 역할 수행, 팀을 위한 희생정신 등은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다. 

학 습 포 인 트  

필드형�경쟁�스포츠의�경기�방법과�전략을�이해하고�경기에�활용할�수�

있으며,�경기�상황에�맞게�전략을�창의적으로�적용할�수�있다.

필드형 경쟁 스포츠의 활동

땀을�흘려�움직이는�것만이�스포츠를�즐기는�것은�

아니다.�보는�즐거움과�누군가를�위해�소리�내어�

응원하는�것도�스포츠�참여에�매우�중요한�요소이

며,�스포츠�문화를�즐기는�것이�진정한�스포츠인이

다.���

다른�사람�또는�팀을�위해�자신을�희생하는�것은�

의미�있는�일이며�특히,�협력하고�단합하기�위해서

는�매우�중요하다.�

스포츠는�팀을�하나로�만들고�국민을�하나로�만들�

수�있는�보이지�않는�힘이�있다.�

나라사랑 

희생정신

문화를 즐기기

크리켓

플레이트�야구� 발야구�

>>> 부채꼴 경기장 모양의 필드형 경쟁 스포츠

>>> 새롭게 즐기는 필드형 경쟁 스포츠

소프트볼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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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더하기 
1 야구

경기장 

홈에서�좌우�펜스까지는�97.53m이고,�

홈에서�중앙�펜스까지는�121.92m이다. 

>>> 경기 방법

• 경기 인원: 각 팀 9명(또는 지명 타자 1명을 포함한 10명)

• 선수 교체: 선수 교체는 수시로 가능하지만, 교체되면 다시 경기에 참여하지 못한다.

• 경기 구성: 매회 공격 팀 3명이 아웃되면 공격과 수비를 교대한다. 9회(중등부 7회)까지 얻은 득점으로 승패를 가린다. 

•득점: 주자가 1루, 2루, 3루를 돌아 본루로 돌아왔을 때 한 사람당 1점씩 득점한다. 

• 심판: 주심 1명과 누심 3명이 경기를 진행한다. 주심은 전 경기를 운영하며, 스트라이크와 볼, 카운트(점수)를 하고 누심에 의하

여 선고된 경우를 제외하고 페어 볼과 파울 볼을 판정한다. 누심은 주심을 보조하고 1루, 2루, 3루에서 주자의 아웃과 세이프를 

판정한다. 

*지명 타자: 투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격 시 투수 대신 타석에 서는 선수

*페어 볼: 타자가 정식으로 친 공이 파울선 안에 있을 경우

불펜: 투수가�준비�운동을�하는�곳 

3루 코치석  

주심 

1루심 

2루심 

3루심 

1루 코치석  

파울선 

누(베이스)
30.48m

27.43m

18.44m

파울 폴: 파울선의�끝을�가리킴.�

워닝 트랙: 펜스가�가까이�
있음을�표시하는�구역�

프로 야구 전광판

TEAM

● 대한 
● 민국

    8 유  

    9 고  

● 6 손  
    4 박  

    3 임  

    2 김  

    7 정  

    D 천  

    5 이  

    1 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P

1

2

3

4

5

6

7

8

9

P

0  0  1  0  2  0  0
0  1  0  0  0  1  0

S
B
O ●●

H
E
FC

HR          0
RB          0
AV   0.000

CH 최  

    I 박  

   II 김  

  III 한  

 LF 정  

 RF 이  

투구 속도

R    H    E    B
0     0    0    0
0     0    0    0

km/h

이     4

최     9

김     6

최     8

안     3

김     2

서     7

나     D

오     5

양     1  ●

스코어 보드 표시

R(Runs):�득점�수

H(Hits):�안타�수

E(Errors):�실책�수

B(Base on Balls):�볼넷�수,

몸에�맞는�공�수

심판원의 위치표시

CH:�주심��������I:�1루심

LF:�좌선심�����II:�2루심

RF:�우선심��� III:�3루심

타구 판정 표시

H(Hits):�안타

E(Errors):�실책

FC(Fielder's choice):

야수�선택(수비�측의�앞�주자에�

대한�수비�행위를�이용해�타자가�

1루에�출루한�경우)

볼카운트 표시

S:�스트라이크

B:�볼

O:�아웃

야수의 수비 위치 번호 

1:�투수� 6:�유격수

2:�포수� 7:�좌익수

3:�1루수� 8:�중견수

4:�2루수� 9:�우익수

5:�3루수�

D:�지명�타자(수비는�하지�않고�

타격만�하는�선수)

타자의 기록

HR:�홈런�수��RBI:�타점�수

AVG:�타율전광판 보는 법

야구 장비 

포수 장비 

글러브 

배트

공 

헬멧 

상식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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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더하기 상식 더하기 스트라이크:  다음과�같은�경우는�스트라이크가�되고��그�밖의�공은�볼이�된다.�

•공이 스트라이크 구역을 통과했을 때

•타자가 헛스윙을 했을 때

• 투 스트라이크 이전에 타자가 친 공이 파울 볼이 되었을 때

  (투 스트라이크 이후 시도한 번트가 파울 볼이 된 경우 스트라이크)

타자가 아웃되는 경우 

•플라이 볼을 야수가 잡았을 경우

• 제3스트라이크가 선언(삼진)되거나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번트를 하여 파울 볼이 된 경우

(스리 번트)

•페어 볼을 수비수가 잡아서 타자보다 먼저 1루에 송구한 경우

•타석을 벗어나 배팅을 하거나 포수를 방해했을 경우�

주자가 아웃되는 경우  

•페어 지역에서 타구가 몸에 접촉한 경우

• 주자가 태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누를 연결한 직선에서 3피트(0.91m) 이상 벗어나 달린 경우

•누에서 벗어난 주자가 공을 잡고 있는 수비수에 의해 태그된 경우

•수비자의 송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타구를 처리하는 야수를 방해한 경우

�

타자가 진루하는 경우

•안타를 쳤을 경우

•볼넷인 경우(베이스 온 볼스: 볼이 4개인 경우)

•투수가 던진 공이 몸이나 옷에 닿은 경우(히트 바이 피치드 볼)

•공을 갖고 있는 수비자보다 누에 먼저 도착한 경우

•포수나 야수가 타자를 방해했을 경우

주자가 진루하는 경우

•도루나 수비의 실수에 의해 다음 누로 진루할 수 있다. 

•타자의 타구 형태에 따라 상황을 판단하여 진루할 수 있다. 

• 베이스 온 볼스나 히트 바이 피치드 볼 또는 보크가 선언될 경우 주자에게 밀려서 진루하게 

된다. 

투수판에�발을�대고�

던지는�흉내만�낸�경우

타자를�정면으로�보지�

않고�던진�경우

투수판을�밟지�않고

던진�경우

타자가�타석에서�

준비�전에�던진�경우

투수에 관한 규칙 

투수의 위반을 보크라고 하며 주자는 한 누씩 진루하고, 주자가 없으면 볼을 추가한다. 

  출처: 대한야구협회. 2015 공식야구규칙(KBO)

심판 수신호 

파울 볼/타임 플레이 볼

볼넷 

아웃

스트라이크 볼 

세이프 

>>> 주요 경기 규칙 

공 던지기와 받기:�야구의�가장�기본�기술

던지기:  허리, 팔, 손목의 스냅 등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자세로 정확하고 빠르게 던져

야 한다.

가.  허리와 어깨의 회전과 손목의 스냅을 이용하여 던진다. 

나.   목표 지점에 시선을 끝까지 두고 정확하게 던진다.  

다.   체중의 이동을 이용하여 공을 던진다.

라.   공의 실밥과 손가락의 잡는 모양에 따라 다양한 구질의 

공을 던진다.

받기: 공을 끝까지 보며 공의 높이, 방향, 속도 등을 판단한 후 글러브를 끼지 않은 손은 보

조하여 받는다. 

베이스 러닝: 타자가 타격한 후 누를 향해 빠르게 전력 질주를 한다.

주루: 다음 누로 나아가기 위한 달리기

수비�위치,�공의�상태,�아웃�카운트�등�경기�상황에�맞게�전력�질주한다.�

정면 받기 뜬공 받기 땅볼 받기

직선으로 달리기

1루로�전력�질주

곡선으로 달리기

1루를�지날�때

스트레이트 슬라이딩 

앞쪽�다리를�뻗고�뒤쪽�다리를�구부려�

바로�일어설�수�있도록�슬라이딩�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앞으로�미끄러져�손으로�터치하여�

주루�이동�시간을�단축�

훅 슬라이딩 

야수의�태그를�피해�누를�돌아�

뒷발로�누를�터치

슬라이딩: 수비수의 태그를 피하면서 빠르게 미끄러지듯 이동한다.

>>> 야구의 경기 기능

헬멧�쓰기

한눈팔지�않기

공�밟지�않기

도루

주자가 수비의 허점을 이용하여 

재빨리 다음 누까지 가는 것

리드

진루한 누에서 다음 누를 향해 

약 2~4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귀루

리드 중 투수의 견제에 걸리지 

않기 위해 본 누로 돌아오는 것

야구 경기 중 유의 사항 

바운드공 받기 

쇼트�바운드와�롱�바운드�중에서�

안전하게�잡을�수�있도록�판단

롱�바운드

쇼트�바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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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더하기 상식 더하기 
오버핸드 스로: 팔을 어깨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리면서 공을 던진다. 

투구: 투수가 투수판을 밟고 타자를 향해 공을 던지는 것

타자의 안쪽, 바깥쪽, 높은 곳, 낮은 곳 등 다양한 코스의 변화를 주고 빠른공과 느린공 그리

고 변화구를 적절히 섞어 던진다.

➊ 와인드업: 한 발을 뒤로 빼고 무게 중심을 뒤로 옮긴다.

➋ 킥 업: 내딛는 발을 높이 올리고 주축 발에 체중을 싣는다.

➌ 테이크 백: 투구하는 팔을 뒤로 빼고 휘두르기 시작한다. 

➍ 릴리스: 내딛는 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 허리, 어깨, 손목의 스냅을 이용하여 공을 던진다. 

➎ 폴로 스루: 내딛는 발로 체중을 이동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진행 방향으로 동작을 취한다. 

사이드암 스로: 옆에서 던지듯이 팔을 지면과 평행하게 뻗으며 공을 던진다.

언더핸드 스로: 팔꿈치를 어깨보다 낮게 하여 밑에서 위쪽으로 올리면서 공을 던진다.

투구 준비 자세

와인드업 포지션

주로 누상에 주자가 없을 경우 

양손을 높이 올려 힘 있게 전력

투구를 위해 취하는 자세

세트 포지션

주로 누상에 주자가 있을 경우 

투구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 취

하는 자세

야구에서의  예절

• 심판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공으로 상대 선수를 맞혔을 때

에는 미안하다는 표현을 한다. 

•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 도루, 

기습 번트, 대타 선수 기용 

등을 하지 않는다. 

• 홈런을 쳤을 경우 빠르게 주

루하여 돌아온다.

➊ 테이크백: 체중을 뒤쪽 발로 옮기고, 배트를 뒤로 끌어당겨 힘을 모은다.

➋ 포워드 스윙: 허리를 돌리면서 배트를 앞쪽으로 휘두른다.

➌ 임팩트: 공을 끝까지 보면서 체중을 실어 타격한다. 

➍ 폴로 스루: 공을 맞힌 뒤에서 동작을 멈추지 않고 배트를 끝까지 휘두른다.  

➊

➊

➋

➋

➌

➌

➍➎

➍

번트:  스윙하지 않고 공이 천천히 구르도록 하는 기술 

공이 천천히 구르도록 볼에 배트를 살짝 갖다 대기 위해 힘을 빼고 배트를 가볍게 잡는 것이 

유리하며, 번트한 공이 공중으로 뜨면 아웃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배트의 아랫부분에 맞춰 땅

볼이 되도록 한다.

번트의 종류

• 희생 번트: 일명 ‘보내기 번트’라고 하고 노아웃이나 원아

웃에서 주자를 진루시키기 위해 타자를 희생하여 번트를 

댄 후 1루에서 아웃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희생 번트를 스퀴즈 플레이라고 

한다. 

• 기습 번트: 수비수의 빈틈을 노려 타자가 1루에 출루 할 

목적으로 하는 번트를 말한다.�

포구: 포수가 공을 받는 기술

포수는 투수가 던진 공을 받는 역할과 주자의 도루나 득점을 방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타격: 득점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공격 기술

타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그립을 선택하고, 공을 끝까지 주시해야 하며 

몸 전체의 탄력, 허리 회전, 체중 이동이 중요하다.

포수의 배려

• 투수에게 스트라이크 존이 크게 

보이도록 자세를 잡는다. 

• 투수가 사인이 잘 보이도록 매니

큐어를 바른다.

초크�그립

미디엄�그립

롱�그립

초크 그립은 배트를 짧게 잡아 단

타와 정확한 타구에 적합하고, 롱 

그립은 장타에 적합하지만 정확성

이 떨어진다. 

스퀴즈 

‘짜내다’라는 뜻으로, 3루의 주자

를 어떻게 해서든지 홈으로 보내기 

위함을 의미한다.

배트 잡는 법

Q. 
 
야구공에는  

왜 실밥이 있을까?

A. 공이 날아갈 때 공의 뒤

쪽 부분에 공기 소용돌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의 뒤쪽

으로 잡아당겨 속도를 떨어

지게 하지만, 108개의 실밥

은 이 소용돌이를 줄여 공이 

잘 날아가도록 도와준다.

투구법 

자신에게 맞는 투구법을 사용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공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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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더하기 
코스별 타격

타자는 공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 

당겨치기를 많이 하지만, 의도적

으로 위치를 정하여 보내기 위해

서는 당겨 치거나 밀어 칠 수 있

어야 한다. 맞히는 타이밍을 조

절해야 한다.

희생 플라이 

주자가 있을 때, 타자가 의도적

으로 외야 쪽으로 높은 공을 쳐

서 주자가 태그 업 플레이를 시

도하여 득점을 하게 한다.

페어볼과 파울볼

페어 볼 : 페어그라운드 안에 떨

어지거나 외야에 떨어졌다가 파

울 지역으로 나간 공

파울 볼 : 타자가 친 공이 파울그

라운드에 떨어지거나 1·3루를 

연결한 가상선 안에 떨어졌다가 

파울 라인 밖으로 나간 공

페어그라운드 

파울 라인 안쪽의 지역을 말한

다. 

>>> 공격 전술을 익혀 보자.

공격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운동능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이 하나가 되어 

다양한 공격 전술을 연습하여 실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팀 배팅 

타자는 주자를 다음 누로 보내기 위해 경기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도적으로 방향을 정하

여 타격한다. 

히트 앤드 런 

투수의 투구와 동시에 주자가 달리고 타자는 무조건 타격한다. 성공하게 되면 주자와 타자 

모두 진루할 수 있고, 타자가 아웃되더라도 주자는 진루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타자는 높

은 공을 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태그 업 플레이 

타자가 친 뜬공을 수비수가 바로 잡

았을 때, 주자는 공이 수비수의 글

러브에 들어간 이후에 뛸 수 있다.�

백업 플레이

수비수가 실수로 공을 놓치는 것을 대비하여 

뒤쪽에서 받쳐 주는 방법이다.

>>> 수비 전술을 익혀 보자.

주자의 진루를 막아 득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수비의 목적으로 경기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서로 협력하여 수비해야 한다. 

우익수 쪽으로 공이 갈 경우

2루수에게 공을 던져 진루하는 주자를 아웃시키

고 2루수는 다시 1루수에게 공을 빠르게 던진다. 

백업

동료 선수의 실수를 대비하여 뒤에서 

받쳐 주어야 한다. 

유격수 쪽으로 공이 갈 경우

유격수는 2루에 진루하는 주자를 아웃시키고 

1루수에게 공을 빠르게 던진다.

주자가 없는 경우 

주자 없이 내야 땅볼일 경우, 포수와 우익수는 

1루수의 뒤쪽으로 받쳐 주어야 한다. 

2루수 쪽으로 공이 갈 경우

2루수는 진루하는 주자를 태그 아웃시키고 

1루수에게 빠르게 던진다. 

주자가 있는 경우 

주자가 있는 내야 땅볼일 경우, 우익수는 1루의 

뒤쪽, 투수는 포수 뒤쪽으로 받쳐 주어야 한다. 

더블 플레이 

타자가 친 공을 내야수가 빠르게 처리하여 타자와 

주자 또는 2명의 주자를 아웃시키는 방법이다.�

태그업

2루수

2루수

1루수

1루수

2루수

1루수

우익수

유격수

1

2

3

주자가 1루에 있을 때 

1~2루 사이로 타격한다.

주자가 2루나 3루에 있을 때 

1루나 2루 사이로 천천히 굴러가게 타격한다. 

주자가 3루에 있을 때 

2~3루 사이로 타격한다.

우익수

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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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플레이

타자가 친 공을 잡기 위해서 내야수가 자신의 베이스를 

비웠을 때 근처의 다른 선수가 그 베이스로 들어가 지키

는 방법이다. 

1루수가 타자의 공을 잡기 위해 베이스를 떠나면 2루수 

또는 우익수는 1루수의 베이스에 달려가 수비한다.

상식 더하기 
포스 아웃과 태그 아웃

포스 아웃: 수비수가 공을 잡은 

상태에서 주자에 앞서 누를 밟

아 주자를 아웃시키는 것

태그 아웃: 수비수가 공을 잡은 

글러브로 누에서 떨어져 있는 

주자의 몸을 터치하여 아웃시키

는 것

태그 

공을 받은 수비수가 주자를 아

웃시키기 위해여 주자가 누를 

터치하기 전에 먼저 주자를 터

치하는 것

견제구 

주자의 도루를 막거나 누에서 떨

어져 있는 주자를 잡기 위하여 

투수나 포수가 주자가 있는 누의 

수비수에게 공을 던지는 것

>>> 포지션과 역할 

야구는 넓은 공간에서 각자의 포지션에 맞게 개인의 역할 수

행을 잘해야 하지만 팀원끼리 협동하는 팀플레이가 무엇보

다 중요하다. 공격을 잘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응원과 격려 

및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가능하고, 수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빈자리를 채워 주고 뒤에서 받쳐 주며 여러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야 가능하다. 

중견수(Center Fielder)

외야 가운데 지역을 

수비하는 선수

우익수(Right Fielder)

오른쪽 지역을 수비하는 외야수

2루수(Second Baseman)

2루 베이스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수비하는 선수

1루수(First Baseman)

1루 베이스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수비하는 내야수

투수(Pitcher)

수비 팀에서 타자에게

공을 던지는 선수

유격수(Short Stop)

2루와 3루 사이의 

지역을 수비하는 내야수

3루수(Third Baseman)

3루 베이스를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을 수비하는 내야수

3루수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

1루수

2루수유격수

포수

투수

중계 플레이

타자가 공을 멀리 쳤을 때 공을 잡은 위치에서 일직선상

으로 중간 지점에서 공을 잡아 연결시켜 주는 방법이다. 

우익수가 홈으로 송구할 경우 

우익수 → 2루수 → 포수

중견수가 3루수로 송구할 경우 

중견수 → 유격수 → 3루수

포수(Catcher)

투구를 받고 본루(홈 플레이트)를 

지키는 야수

좌익수(Left Fielder)

왼쪽 지역을 수비하는 외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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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공에 대한 두려움 극복을 위한 큰 공 야구 게임

>>> 게임 방법

① 8명씩 두 팀으로 나눈다. 

② 매회 공격 팀의 3명이 아웃되면 공격과 수비를 교대한다. (5회까지)

③ 야구공 대신 커다란(짐볼 또는 킨볼) 공으로 실시한다. 

④  공격 팀이 타격하기 위해서는 2명이 공을 잡아 멈추고 수비 팀이 준비가 되

면 타격하여 공격한다.

STEP 3  공격과 수비 팀 모두 득점을 얻는 주먹 야구 게임

>>> 게임 방법

① 7명씩 두 팀으로 나눈다. 

②  매회 공격 팀의 3명이 아웃되면 공격과 수비를 교대한다. 5회까지 공격과 

수비를 하여 얻은 득점으로 승패를 가린다. 

③  공격 팀은 본인이 직접 던진 공을 손으로 쳐서 타격하고 1루, 2루, 3루를 

돌아 홈으로 돌아오면 5점을 받는다.

④  수비 팀은 파울 볼에서 잡으면 1점, 내야에서 잡으면 2점, 외야에서 잡으면 

3점을 받는다.

>>> 게임 방법

① 1:1 또는 4~5명씩 두 팀으로 나눈다. 

② 1인 또는 한 팀에 10번의 투구와 타격 기회를 주고 점수를 합하여 

    승패를 겨룬다.

STEP 1  정확히 던지고 타격하기 위한 표적 야구 게임 STEP 5  능력에 맞는 공 선택을 통한 자기 주도 야구 게임

STEP 4  모두가 함께해야 성공하는 협동 야구 게임 

>>> 게임 방법

① 8명씩 두 팀으로 나눈다. 

②  타자는 배팅 티에 있는 공을 타격하고 공격 

팀 모두 한 줄을 서서 1,2,3루를 돌아 홈으

로 돌아오면 1점을 얻는다. 

③  수비자는 땅볼 및 안타와 상관없이 공을 잡은 

사람을 기준으로 모두 한 줄로 서서 다리 사

이로 공을 전달하고 마지막 공을 전달받은 사

람이 타자를 향해 터치하면 아웃된다.

>>> 게임 방법

①  9명씩 두 팀으로 나눈다. 

② 야구 경기 규칙과 동일하다. 

③  타자는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공을 선택하여 

공격한다. 공에 따라 타구 방법이 다양하다. 

④  공에 따라 홈으로 돌아왔을 경우 득점이 다양

하다. 

야구공 선택 

같은 편이 던진 공을 던져 타격한다.

(3회의 기회에 타격하지 못하면 아웃)

홈으로 돌아오면 5점

피구공 선택 

같은 편이 굴린 공을 발로 차서 타격한다. 

(3회의 기회에 타격하지 못하면 아웃)

홈으로 돌아오면 4점

소프트볼 선택 

본인이 직접 배팅 티에 올려 놓은 공을 타격한다. 

(2번의 기회 부여)

홈으로 돌아오면 3점

테니스공 선택 

본인이 직접 공을 잡고 던져서 타격한다. 

(2번의 기회 부여)

홈으로 돌아오면 2점

큰 공(짐볼, 킨볼) 선택 

같은 편 2명이 공을 잡아 멈추고 타자가 주먹이나 

팔로 타격한다. (1번의 기회 부여)

홈으로 돌아오면 1점

팀플 야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이기는 협동 야구 

야구는 던지기, 받기, 치기, 달리기 등의 다양한 운동 기능 요소들이 필요하다. 또한 한 사람의 

개인기능보다는 팀 구성원 모두 한마음이 되어야 하며, 서로의 협력과 도움이 요구되는 스포츠이

다. 개인 기능을 높이고 팀원끼리 협동하는 게임으로 야구를 즐겨 보자. 

경기 상황에 맞게 전략을 진단하여 창의적으로 적용해 보자.

창의융합활동

1 팀플 야구

3점

2점
1점

3점

공격 전 공격 후 

공격�후

전부�뛴다.��

일렬로�모여�

다리�사이로�

공�전달하고�

타자�잡으러�가기�
타자��



294 295

IV
    경

쟁
 

플레이트 야구: 어려운 야구를 가장 유사하게 즐기는 혁신의 야구 

운동 기능이 어려운 야구 경기와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동기 유발을 높이고 특별한 기

술 없이 안정적인 투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야구 경기이다. 특히 투수의 안정된 투구와 타자

의 용이한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동 기능이 다소 부족한 학생들에게도 적용하기 쉽다.

>>> 특성과 효과

•플레이트�야구는�던지고,�받고,�치고,�달리는�등의�기본�운동으로�구성되어�있다.

•근력,�순발력,�민첩성,�조정력�등을�기를�수�있다.�

•필드형�경쟁�스포츠의�야구와�가장�근접하게�학생들�수준에서�경기�수행이�가능하다.�

•투구의�안정성과�정확성이�높다.�

•타자의�타격이�용이하다.�

•타자의�투구�방법을�제외하고�야구�경기와�동일하다.�

•실내�및�실외에서�쉽게�할�수�있다.�

>>> 경기 방법 

•경기 인원:�각�팀�9명

•선수 교체:�수시로�가능

•경기 구성:�매회�공격�팀의�3명이�아웃되면�공격과�수비를�교대한다.�

���7회까지�공격과�수비를�하여�얻은�득점으로�승패를�가린다.�

•경기 규칙:�야구�경기�규칙과�동일

>>> 주요 경기 규칙

•투수:�언더로�굴려야�한다.�

•스트라이크 존:�턱�아랫부분부터�무릎�윗부분으로,�기존�야구보다�넓은�구간이다.

슬라이딩�피칭�플레이트�판

턱�아랫부분�

무릎�아랫부분�

스트라이크�존�

플레이트를�통과한�공의�궤도�

투구: 플레이트에 표시된 스폿을 겨냥하여 정확하게 던진다. 

투수는 언더로만 던져 공을 굴려야 한다. 플레이트에 표시되어 있는 스폿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공

을 던진다.

타격: 플레이트에 맞고 튕겨 오른 공의 타이밍을 맞춰 배트를 휘두른다.

플레이트에 맞고 튀어 오른 공의 타이밍을 맞추어서 배트를 휘두르고 임팩트 순간 공을 끝까지 주시하여 

동작을 끝까지 연결하여 폴로스루한다.

도루: 수비의 허점을 이용하여 빠르게 다음 누로 달려간다.

도루를 준비하기 위해 리드해 있고, 투수의 견제 시 빠르게 귀루할 수 있어야 한다. 수비의 허점을 파악

하여 빠르게 다음 누로 전력 질주한다.

투수가�투구�동작을�시작한�직후�

빠르게�직선으로�달린다.�

누와�약�2~3m�정도�미리�

나와�거리를�유지한다.�

주자의�리드를�막기�위해�투수는�견제를�하기�

때문에,�빠르게�누로�다시�돌아온다.

상식 더하기 
플레이트 야구 투구 연습

  플레이트 볼링

  플레이트 다트

충격량을 감소시키는 방법

충격량 = 충격력 × 작용 시간

•�작용 시간 증가: 공의 이동 방향

과 같은 방향으로 글러브를 이동

하면서 받는다.

•�접촉 면적의 증가: 글러브 안쪽

에 넓은 쿠션이 있어서 충격력이 

분산된다.

타격 순서의 결정 

타순 타자의 특징 

1번 높은 출루율, 도루 능력 

2번 주자를 진루시키는 능력  

3번 타격의 정확성이 우수 

4번 홈런을 가장 잘 침  

5번 장타력이 좋음 

6번 안타를 잘 침  

7번 우수한 번트 능력 

8번 체력 부담이 큰 포수  

9번 선구안이 좋음 

창의융합활동

2플레이트 
야구

귀루리드도루

수비�팀의

허점�살피기

왼손�잡이�투수 오른손�잡이�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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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볼: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배팅 티에서 즐기는 야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된 스포츠로, 투수 없이 배팅 티에 공을 올려놓은 후 배트로 치

고 달리는 경기이다. 공과 배트를 안전하게 만들었고 기존 야구 경기장에 비해 좁은 공간에서도 즐

길 수 있다.

발야구: 손이 아닌 발로 하는 야구 

야구 경기 규칙과 동일하지만 투수가 공을 굴려 주는 공(배구공, 축구공 등)을 발로 차는 경기이다. 

배트나 글러브 등과 같은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이 공 하나만 있으면 즐길 수 있는 경기이다.�

파워 발야구: 공중으로 튀어오른 공을 발로 차서 하는 야구 

발야구를 체계화된 스포츠로 발전시켜 경기 규칙과 장비를 새롭게 개발하여 만든 스포츠이다. 기존 

발야구처럼 굴러오는 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튀어오른 공을 땅에 닿기 전에 차야 하기 때

문에 집중력과 타이밍 그리고 정확성이 요구된다. 발야구 공보다 크기가 작아 공의 속도가 빠르고 

높이 날아가기 때문에 박진감이 넘치며 선수뿐만 아니라 관중 모두 스릴과 묘미를 느낄 수 있다.

>>> 경기 방법 

• 경기 인원: 각 팀 10명 (지명 타자 또는 엑스트라 타자를 채택했을 경우 

11~15명까지 편성 가능), 수비 포지션에 2명의 중견수와 유격수

•경기 구성 

-  전원 타격제: 모든 타자가 한 번씩 타격 기회를 가진 뒤, 공수 교대를 하는 

방식으로, 규정 횟수(5회)를 끝냈을 때 득점이 많은 팀이 승리한다. 매회 

잔루의 주자는 다음 회에 이어진다. 

-  7인 타격제: 한 팀에 타자가 너무 많은 경우 7명만 타격 기회를 가진 뒤 

공수 교대를 하는 방식으로, 잔루 주자는 다음 회에 이어진다.

-  3 아웃제: 야구와 같이 아웃이 3번 선언되면 공수 교대를 하는 방식이다.  

•경기 규칙: 야구와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나 도루나 슬라이딩을 금지한다.

>>> 주요 경기 규칙

• 타자 아웃: 타자가 배팅 티를 치거나 헛스윙을 했을 때 또는 타구가 파울이 되

었을 때 스트라이크가 선언되고, 스트라이크가 세 번이면 원 아웃이 된다. 스

트라이크 3회 시,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배팅 티를 쳤을 때, 페어 플라이 볼이 

야수에 의해 잡혔을 때, 공격 팀의 타순이 잘못되었을 때 타자가 아웃된다.

• 주자 아웃: 주자가 누를 이탈하여 야수에 의해 터치되었을 때, 주자가 슬라

이딩을 때 주가가 아웃된다. 단, 진루의 의도가 없을 경우 1, 2, 3루를 달려

서 지나가는 것은 아웃이 아니다. 

>>> 특성과 효과

• 투수 없이 배팅 티에 공을 올려놓고 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근력, 순발력, 민첩성, 조정력을 기를 수 있다. 

• 배트나 공은 폴리우레탄 재질로 만들어 안전하

고 선수의 나이나 성별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배트와 공을 사용할 수 있다. 

• 기존 야구는 투수 역할이 중요했지만 티볼은 투

수가 없어 한사람의 운동기능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선수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 타격 순서의 결정 

구분  야구 티볼  

투수  있음 
없음 

(배팅 티 위의 공 타격) 

인원수  9인제 
10인제 

(로컬룰 인원 제한 없음) 

도루/번트  허용 도루 금지, 번트 금지  

게임 방법  3 아웃제 전원·7인 타격제·3 아웃제 

티볼�공�

티볼�장비�

특성과 효과

•경기 방법이 간단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다. 

• 체력 소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으며, 협동심

과 단결력을 길러준다.

경기방법 

•경기 인원: 각 팀 9명

•경기 구성: 매회 3명이 아웃되면 공수 교대를 하고 5회까지 경기를 

   진행하여 득점이 많은 팀이 승리한다.(무승부 시 1회 연장전 실시) 

•경기 규칙: 야구 경기 규칙과 동일

경기 방법 

•경기 인원: 각 팀 9명

• 경기 구성: 투수가 던진 공이 오름판을 거쳐 떨어질 때 차는 방식으

로, 매회 3명이 아웃되면 공수 교대를 하고 7회까지 경기를 진행하

여 득점이 많은 팀이 승리한다.(무승부일 경우 최대 12회까지 연장

전 실시) 

• 퍼펙트 스트라이크: 오름판을 거쳐 직접 스트라이크 존 내의 퍼펙트 

스트라이크 존에 떨어진 공을 헛스윙하면 즉시 아웃된다.

•타자 아웃: 스트라이크 3개, 파울 볼 4개

•리드: 주자는 누로부터 2~3m 이내에서 리드할 수 있다. 

•경기 규칙: 야구 경기 규칙과 동일

창의융합활동

3티볼

창의융합활동

4발야구 

창의융합활동

5파워 
발야구 

수비수의 위치 

우익수 

중견수 

좌익수 

1루수  

유격수 2루수  

3루수 

투수판

투수존

스트라이크 
통과존 

중앙파울선 

우키커일 때 주심석 좌키커일 때 주심석 

퍼펙트 
스트라이크 존 

스트라이크 존 

좌킥석 우킥석 

오름판 

❿ 본루수 

❶ 1루수 ❸ 1루수 

❾ 좌익수 

❽ 제2중견수 ❼ 제1중견수 

파울 라인 

타자 서클  

파울 지역 

홈런 지역 

파울 지역 

❷ 2루수 

2루

3루
1루

홈

타자 

❺ 제2유격수 ❹ 제1유격수 

❻ 우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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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형�경쟁�스포츠에서�활용되는�과학적�원리를�이해하고�운동�수행에�적

용하며,�그�과정에서�나타나는�문제점을�분석하고�해결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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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형 경쟁 스포츠와
팀워크

팀플레이를 위한 멋있는 태도!

4명의 모둠을 만들어 위 내용을 보고 

생각한 점을 이야기하고 적어 보세요.

1

3

2

4

팀플레이에 대해 생각해 보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다. 경기의 좋은 성과를 얻

기 위해서는 개인플레이를 삼가고 여러 사람이 협력한다면 보다 쉽

게 할 수 있다. 단체 스포츠에서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자

의 역할에 따라 책임을 다하고 협력적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 자신

의 일을 못했을 때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빈자리를 채워 주는 팀플

레이는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팀에 관한 연관 검색어로 배

려, 존경, 예의, 인정, 인애, 이해, 사랑, 평등, 열정, 경청, 존중, 

신뢰, 믿음, 소통, 봉사, 희생이 있다. 여기에서 팀워크의 원리를 

알아볼 수 있다.

팀워크

팀의�성원(成員)이�공동의�

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각�

역할에�따라�책임을�다하고�

협력적으로�행동하는�것을�

말한다.�

출처:  국립특수교육원(200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우리는 한팀! 대표적인 팀플레이로는 더블 플레이, 백업 플레이, 중계 플레이, 커버 플레이가 있다.

신뢰와 믿음

신뢰는 팀원들이 자신이 기대하는 목표와 똑

같은 행동을 하리라고 가정하는 믿음이다. 

팀원 간 서로 편안한 마음으로 신뢰하고 믿

음을 가지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 �

의사소통 

팀플레이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팀원들끼리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하여 눈빛만 

봐도 동료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한

다. 소통을 위한 언어적 대화는 물론 제스처, 얼

굴 표정, 눈 맞춤, 목소리, 억양 등과 같은 비언

어적 요소를 통한 의사소통의 방법들이 있다. 

존중

동료들의 인격, 사상, 행동 등을 높이 사는 

것을 말한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 곧 자신

이 존중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는 것은 팀플레이에 가장 중요한 요

소이다. 

더블 플레이:  공격 선수 두 사람을 한 몫에 아웃시키는  

팀플레이

백업 플레이:  동료 선수가 플레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을 대비 

하여 뒤쪽에서 받쳐 주는 팀플레이

IV
    경

쟁
 

창의 Up
융합Up



 

스스로 체크!
3 3

 

배드민턴과 배구 경기장을 그려 보자! 

배구, 배드민턴, 탁구 등을 관람한 경험을 이야기해 보자. 

내가 알고 있는 용어를 표시해 보자. 

	 	 	 	 	 	 	 	 	 	

	 	 	 	 	 	 	 	 	 	

	 	 	 	 	 	 	 	 	 	

네트형 
경쟁

    1   네트형 경쟁 스포츠의 이해

    2   네트형 경쟁 스포츠의 원리

    3   네트형 경쟁 스포츠의 활동

 네트형 경쟁 스포츠와 운동 예절

대인 관계 능력은 공정한 경쟁과 

협력적 상호 작용을 통해 발달된다.

3

배드민턴 경기장 배구  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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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로         하이 클리어          듀스          스파이크

  레트            매치 포인트          엣지          리시브

학 습 목 표

• 네트형 경쟁 스포츠의 역사와 특성을 이해하고, 변천 과정, 인물, 기록, 사건 등을 감상하고 분석할 수 있다.

• 네트형 경쟁 스포츠에서 활용되는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운동 수행에 적용하며,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다. 

• 네트형 경쟁 스포츠의 경기 방법과 경기 전략을 이해하고 경기 상황에 맞게 전략을 진단하여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네트형 경쟁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경기 절차를 이해하고, 상대방·동료·심판·관중에 대한 예의범절을 지킬 수 있다.



1

마음열기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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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습 포 인 트  

네트형 경쟁 스포츠의 역사와 특성을 이해하고, 경기 유형, 인물, 기록, 

사건 등을 감상하고 분석할 수 있다.

302

네트형 경쟁 스포츠의 이해1
네트형 경쟁 스포츠의 변천 과정

네트형 경쟁 스포츠의 역사는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테니스는 약 700년 전 프랑스의 

귀족들에 의해 성행되었던 ‘라 뽀므’라는 게임에서 유래되어 19세기 말 영국에서 근대 스포츠의 대표적인 종

목으로 발전하였다. 배구는 테니스의 네트에서 힌트를 얻어 직장인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으로 고안하여 만

들어졌으며, 다른 스포츠에 비해 과격하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점차 규칙을 정

비하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로 발전하였다. 탁구의 기원과 역사는 분명치 않지만 좁은 실내에

서 테니스처럼 즐길 수 있는 종목으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1898년 셀룰로이드 공을 사용하면서 지

금의 탁구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되었다. 배드민턴은 19세기 초 인도의 ‘푸나’라는 놀이를 당시 주둔하던 영국 

군인들이 배워서 본국에 전해 19세기 말에는 지금의 배드민턴 형태의 스포츠로 만들어졌다. 

 또한, 발을 주로 사용하는 세팍타크로는 동남아 지역에서 발로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차는 게임으로 시작

하여 1945년 네트와 코트를 갖춘 경기로 발전하였다. 네트형 경쟁 스포츠는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과 같이 네트를 사이에 두고 상호 경쟁하는 활동이다. 다른 

스포츠와 다르게 공격과 수비를 구분하지 않고 최선의 공격이 곧 수비이며, 최고의 수비가 곧 공격이라는 특

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공격할 때는 상대가 공을 받아 내기 어렵도록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여야 하

고, 상대가 공격을 할 때는 그 공을 잘 받아 낼 수 있는 경기력을 발휘해야 승리할 수 있다. 

네트형 스포츠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 선수 혹은 팀과의 신체적 접촉이 없는 가장 신사적인 활동이라는 점

이다. 그 종류에는 도구 없이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공을 타격하는 배구, 족구, 비치발리볼 등과 라켓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공이나 셔틀콕을 치는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이 있다.

네트형 경쟁 스포츠의 특성은 무엇일까?

주로 손을 이용하여 경기를 하는 

배구와 비치발리볼 등

주로 발을 이용하여 네트를 넘겨 

득점을 하는 족구와 세팍타크로 등

도구를 이용하여 공이나 셔틀콕을 쳐서 

경기하는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

배구

•1895년 미국 윌리엄 모건에 의해 고안

•1916년 YMCA 고문인 하트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 

•1945년 조선 배구 협회 창설

•1947년 국제 배구 연맹(FIVE) 창설

•1958년 우리나라 국제 배구 연맹 가입

•1964년 도쿄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참가(우리나라 여자 동메달 획득)

•2004년 한국 프로 배구 출범

•2006년 아시안 게임 참가(우리나라 남자 금메달 획득)

•2014년 아시안 게임 참가(우리나라 여자 금메달 획득)

배드민턴

•1820년경 인도 ‘푸나’의 놀이에서 유래

•1893년 영국 배드민턴 협회 창설(경기 규정 통일)

•1934년 국제 배드민턴 연맹 창설

•1945년 YMCA를 통해 우리나라에 소개

•1957년 대한 배드민턴 협회 창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우리나라 여자 복식 금메달 획득)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혼합 복식 추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참가(우리나라 혼합 복식 금메달 획득)



활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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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배구에서 최초로 스파이크 서브를 시도한 것으로 

유명하다. 세계 최초의 스파이크 서브는 1978년경 중국의 선

수가 시도하였지만  前 배구선수 장윤창은 우리나라 최초로 스

파이크 서브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선수이다. 고등학교 때 국

가 대표로 선발되고 제1회 대통령배 배구 대회(1984년)에서 

인기 선수상을 받은 것으로 시작하여 MVP와 베스트 6에 뽑

히는 기록을 세웠다. ‘돌고래 스파이커’라는 별명으로 불렸으

며 놀라운 점프력과(서전트 점프 86cm) 공격 라인 밖에서 점

프하여 몸을 뒤로 젖히고 나오는 백어택은 보는 사람을 경악하

게 만들었다.

박주봉 선수

 

 

 
2012년 영화 [코리아] 남북 단일팀의

탁구 대회참가를 다룬 작품

남북 단일 탁구팀이었던

현정화 선수와 리분희 선수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시합 중인

탁구 남북 단일팀 경기장면

초등학교 4학년 때 배드민턴을 시작한 박주봉은 5학년 때 단체전 우승, 6학

년 때 종별 선수권 대회 초등부에서 우승을 차지한다. 이후 고등학교 때 국가 

대표가 되어 세계를 주름잡기 시작하였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김문수와 복식을 이루어 금메달을 획득했

다. 특히 박주봉은 김문수와 짝을 이룬 남자 복식에서 32회 우승, 정명희와 짝

을 이룬 혼합 복식에서 25회 우승을 기록하여 국제 대회에서 72회나 우승을 

한다. 또한 국내 남자 단식 106연승, 1991년 국제 대회 50회 우승으로 기네

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1997년에는 국제 배드민턴연맹이 선정하는 배드민턴

계의 최고상인 스칠상을 수상하고 2001년 배드민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

리기까지 선수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은 모두 이루었기에 전설로 남게 되었다.

기네스북에 오른 전설의 복식 황제 ‘박주봉’

불가능을 가능하게! 넘지 못한 선을 넘은 ‘남북 단일팀’

우리나라와 북한은 적대적 관계 속에서도 스포츠를 통해 단일팀을 구성하였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 땀을 흘렸

다. 국제적인 이름으로 ‘Korea(코리아)’를 쓰고, 깃발은 한반도기, 국가는 아리랑을 사용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스파이크 서브 ‘장윤창’

인물, 기록 사건 등을 감상하고 분석하자.
역사로 알아보는 네트형 경쟁 스포츠

이탈리아나 프랑스

의 궁중 스포츠에서 

기원한 탁구는 공이 

탁구대와 라켓에 부

딪힐 때 ‘핑’ ‘퐁’ 소리

가 나서 ‘핑퐁’ 이라

고 불림.
초창기 배드민턴 라켓

테니스가 영국에 수

입된 뒤, 옥외의 잔

디에서 할 수 있는 

경기로 개량됨.

테니스가 영국에 수

입된 뒤, 옥외의 잔

디에서 할 수 있는 

경기로 개량됨.

1920년대에 미국과 

유럽 지역으로 배드

민턴 경기가 보급되고 

1934년에 국제 배드

민턴 라켓 연맹이 결

성됨.

1971년 일본 나고

야에서 열린 세계탁

구선수권 대회를 계

기로 미국과 중국은 

오랜 적대 관계를 청

산하고 주교를 맺었

는데 이를 ‘핑퐁 외

교’ 라고 함.

인도의 뭄바이 지방의 민속 경

기인 ‘푸나’에서 유래된 배드

민턴이 영국으로 전파되어 크

게 발전함.

1920년대에 미국의 산타

모니카 해변에서 처음 유

래되어 1948년에 처음으

로 비치발리볼 대회가 열

림.

15~16세기 1873년 1920년대 1820년 1895년 1960년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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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습 포 인 트  

네트형 경쟁 스포츠에서 활용되는 유형별 기능과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운동 수행에 적용하며,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다.

네트형 경쟁 스포츠의 원리   

네트형 경쟁 스포츠의 기본적인 원리는 어디에서 올까?

네트형 경쟁 스포츠는 경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서브를 해야 한다. 강력한 서브는 곧 경기력을 높이는 방법

이기 때문에 상대가 받기 어렵게 보내는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서브와 관련된 다양한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한다. 하지만 상대가 서브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결코 서브를 해서는 안 된

다. 네트형 스포츠의 시작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서브와 존중원 리 ➊

공의 속도가 최대 100km/h가 넘는 

강한 서브가 된다.

공의 회전으로 생긴 공기의 압력 차이

로 인하여 공이 낙하지점에서 아래로 

뚝 떨어지는 서브가 된다.

정중앙을 타격한 공은 무회전 상태로 

날아가면서 일정하지 않은 공의 압력

차이로 인하여 흔들리는 서브가 된다.

수비를 괴롭히는 배구의 서브

스파이크 서브 탑스핀(Top Spin) 서브 플로터(Floater) 서브

상대가 받기 어려운 포물선

서브는	발사	속도와	발사	각도에	영향을	받아	다양

한	포물선	운동이	이루어진다.	상대가	받기	어려운	

다양한	속도와	각도를	고려하여	서브를	해야	한다. 

>>> 서브를 위한 수행 원리

•상대가	경기를	시작할	자세가	준비되었을	때	실시한다.

•상대가	받기	어려운	곳으로	보낸다.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보낸다.

•속도와	회전	혹은	무회전	등의	과학적	원리를	적용한	다양한	서브를	보낸다.

>>> 서브의 과학적 원리

공의	모양과	재질에	따라	또는	회전	여부에	따라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된다.	

서브와 존중

선과 질서 공(셔틀콕)&라켓과 몰입

리시브와 책임감

발사 속도와 발사 각도에 따라 다양한 포물선의 궤적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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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의 선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해석하는	선

>>> 리시브를 위한 수행 원리

상대의	서브	혹은	공격을	제대로	리시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체를	민첩하게	

움직여야	하며	책임감이	강해야	한다.

>>> 리시브의 과학적인 원리

•공	또는	셔틀콕을	끝까지	주시할	수	있는	집중력

•어떠한	위치라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민첩성

•나에게	오는	공	또는	셔틀콕은	나의	책임이라는	책임감

•상대방이	받아	치기	어렵게	코트의	빈	곳을	향해	보내는	신체	조절	능력

리시브는 상대의 공격에 리턴하는 기술로, 리시브에 실패하면 바로 실점을 

하게 되므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 공이나 셔틀콕이 자신이 위치한 바닥에 떨어

지는 순간 실점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리시브를 해야 한다. 리시브를 잘하

기 위한 과학적 원리와 수행 원리를 이해하고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 

리시브와 책임감원 리 ➋

 빠른 민첩성을 위한 불안정한 자세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의	스포츠는	상황에	따라	빠르게	몸을	움직여야	한다.	공	

또는	셔틀콕이	어느	방향으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정지	관성을	작

게	하여	몸을	앞으로	약간	기울여	불안한	자세를	만들어	빠르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 수칙

공으로	인해	손가락	부상이나	공

을	밟아서	발목	등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의를	

해야	한다.

정지 관성이란?

멈추어	있는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성질

안정성을 높이려면?

•신체의	무게	중심이	낮게

•기저면을	넓게

•	중심선의	위치가	기저면	가운

데에	위치

안정성과 기동성

안정성은	현재의	자세가	흐트러

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이고,	기동성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든	빨리	움직

이려고	하는	것이다.

상식 더하기 

상식 더하기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규칙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 신용과 믿음은 약

속을 지키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는 일정한 규

칙을 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제도를 만든다. 이것은 보다 안정된 삶을 살아가

는 방법이기도 하다. 네트형 경쟁 스포츠의 다양한 선을 통해 지켜야 할 도리

를 깨달을 수 있다.

선과 질서원 리 ➌

배드민턴 경기장의 라인 

다양한 종류의 선

스포츠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선이	존재하며,	보이는	선과	보이지	않은	선이	존재한다.

중심

기저면

중심선의	위치

보통	 안정	 불안정	

책임감이 부족한 공간

자신이	맡아야	하는	지역에	대한	책임감은	매우	

높다.	하지만	같은	팀이라	하더라도	중첩되는	곳

이나	어중간한	지역은	그	책임이	동료	선수에도	

있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이	떨어진다.	따라서	공

격수는	책임감이	떨어진	위치인	곳에	공격을	한

다면	보다	경기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 선을 지키기 위한 수행 원리

•신체	조절력

•경기	규칙의	이해

•감정	조절

•상상력

>>> 선의 원리

스포츠의	선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주어진다.	넘지	말아야	할	약속이며	규정이

다.	제한된	공간	안에서	서로	간	연습과정을	통해	얻은	실력을	겨루기	때문에	

평등한	조건의	제한이	바로	선이다.

보이는 선



310 311

IV
    경

쟁
 

상식 더하기 

보이지 않는 선

배드민턴 셔틀콕의 궤적에 의한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선

탁구공의 궤적에 의한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선

규칙에 의한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선

>>> 주의 집중

자신의	감각을	이용하여	마음을	새겨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을	말한다.	스포츠	상황은	매우	빠르고	순간적이기	때문에	주의를	집

중하여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최고의	수행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정보를	차단하고	필요한	정보만	받아들여야	한다.	주의	집중

하지	못하고	주의가	산만해진다면	과제	수행에	문제가	발생한다.

>>> 목표 설정

몰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목표	설정을	통해서	정신력을	강화시키고	과제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다.
>>> 다양한 의미의 선 

경기 종목에 따라 선의 의미가 달라진다.

몰입을 위한 수행 원리

어떤 일에 집중해 완전히 몰두했을 때의 의식 상태로 주위의 모든 

방해물들을 차단하고 원하는 목표에 모든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몰입을 하는 순간 자유로운 감정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매우 기분 좋

은 편안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몰입 현상은 지속적인 노력

과 학습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고 주의 집중과 목표를 설정하면 효

과적이다.

네트형 경쟁 스포츠의 가장 큰 특징은 네트를 사이에 두고 공 또는 셔틀콕을 상대편 코트 바닥에 떨어뜨려

야 이기는 경기라는 것이다. 공(셔틀콕)을 보낼 때는 직접 손이나 발을 사용하거나 라켓 등의 도구를 사용하

게 되는데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유자재로 공과 라켓을 사용하게 된다.

공(셔틀콕), 라켓과 몰입원 리 ➍

몰입의 원리

•몰입할 때와 쉴 때를 구분하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기

•꾸준한 운동과 자기관리로 건강 증진하기

•집중과 선택으로 불필요한 정보를 없애기

운동 수행을 잘하기 위해 몰입에 필요한 주의 요소 SMART한 목표 설정 방법

지적 용량

운동과제와	관련

된	정보를	처리하

는데	필요한	정신

적	에너지의	양

선택성

정보의	분석적	처

리능력으로	상황

에	맞는	선택능력

지속 시간

오랫동안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융통성

상황에	따라	일의	

범위와	초점을	정

하거나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

S Specific

(구체적인)

No 배구-연습 잘하기

OK 배구-연습(일주일에 3번 1시간씩)

M Measurable

(측정 가능한)

No 배구-오버핸드 잘하기

OK 배구-오버핸드(연속해서 10개)

A
Action-

oriented

(행동지향적인)

No 배드민턴-열심히하기

OK
수업 전 서비스 연습하고 방과 후,

1시간 스트로크 연습하기

R
Realistic

(현실적인)

No 배드민턴-전국 제패하기 

OK 배드민턴-반에서 5위 안에 들기기

T Time Frame

(시간에 맞는)

No 탁구 경기 우리 반에서 1등 하기

OK 1개월 안에 반 경기에서 승률 상승310

선(線)과 선(善)

스포츠의	선(線)을	지키는	태도

로	선(善)하게	살아가는	마음을	

갖도록	하자.

배드민턴에서의 보이지 

않는 선

배드민턴에서	서비스를	할	때	라

켓	헤드	부분이	라켓	그립	부분

보다	낮아야	하며,	셔틀콕의	타

구	위치가	허리의	가상의	선보다	

낮아야	한다.

전진 회전 

무회전 

농구에서는 선을 중심으로 

공이 경기장 밖의 바닥에 떨어지기 전 

선수가 코트 안에서 공을 경기장 안에 보내면 인정된다.

축구에서는 선의 수직 방향으로

가상의 선이 존재하여

선수는 경기장 밖에 나가도 되지만

공이 나가면 아웃이다. 

네트형 경쟁 스포츠는

공 또는 셔틀콕이 주체가 되어

선수와 상관없이 공 또는 셔틀콕이

나가면 아웃이 된다.

경기장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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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브와 존중
네트형 경쟁 스포츠의 서브는 최초의 공격 기술이다. 다양한 서브 방법을 익혀 보자.

2
리시브와 책임감
다양한 리시브를 체험해 보자!

팔의 각도에 따라 공이 날아가는 방향이 달라

지기 때문에 반사각을 생각하여 상황에 따라 

각도를 조절한다. 

리시브는 곧 공격을 위한 기술이기 때문에 받는 

즉시 우리 편 세터에게 공을 안전하게 보내야 

한다. 세터의 위치를 생각하고 리시브해 본다.

공을 서브할 때 임팩트 순간 손목의 스냅을 주

면 보다 효과적이고 상대가 받기 힘든 서브가 

된다. 

배구의 리시브 연습

서브의 회전에 따라

리시브할 때 라켓의 각도를 다르게 해야 한다.

보내고자 하는 거리에 따라

리시브를 받는 거리를 다르게 해 본다.

탁구의 리시브 연습

다양한 리시브가 가능하도록 빠른 풋워크 연습 포핸드와 백핸드로 풋워크 연습

배드민턴의 리시브 연습

홈 포지션

코트의	모서리를	잇는	

대각선이	교차하는	지

점으로	항상	홈	포지션

에	위치해야	한다.

셔틀콕을 잡을 때에는 살며시 감싸서 잡거나 

깃털의 끝부분을 가볍게 잡는다.

셔틀콕은 서버의 허리 아래에서 쳐야 하고, 라

켓 헤드는 손보다 아래에, 서비스 동작은 연속

동작으로 해야 한다. 

셔틀콕은 타구하는 순간 매우 빠르게 날아가지

만 셔틀콕의 깃이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 구조

로 되어 있어 급격히 속도가 감소한다. 

배드민턴의 서브 연습

 탁구의 서브 연습

공을 16cm 이상 던져 올린다.

커트

너트

드라이브

16cm 이상

공에 중앙이 아닌 곳을 치면 회전이 걸려 압력

의 차이가 발생하여 공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

다. 

공을 서브할 때 임팩트 순간 손목의 스냅을 주

면 보다 효과적이고 상대가 받기 힘든 서브가 

된다. 

배구의 서브 연습

서브할 때 공의 다양한 회전을 주어

보내본다. 

정면 타법 좌로 회전 주기 우로 회전 주기
공의 진행 방향 

공기 저항 

공의 

윗부분을 

감아서 

친다. 

압력 감소  

압력 증가 

반사각 

입사각 

반사각 
입사각 

무게 중심 

공기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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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활용한 연습

손과 발 또는 라켓을 이용하여 공(셔틀콕)을 네트 넘어 상대 코트에 다양한 선이 그려질 수 있도록 보내 보자.

배구공을 통해 다양한 선이 그려지도록 공을 보내 본다. 탁구에서 스윙의 선을 통해 다양한 타구를 연습해 본다.

3점 배구 슛:	2인	1조로	한	명은	공을	던지고	받는	사람은	리시

브하여	농구	골대에	배구공을	넣어	본다. 

배구 저글링:	배구공	2~3개를	가지고	기록을	재	오랫동안	저

글링을	해	본다.

배구 몰입

목표 달성 탁구:	탁구공에	자신의	목표를	쓰고	서브하여	컵에	

넣어	본다.

알파고 탁구:	탁구	머신을	이용하여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리

시브를	성공한	기록을	측정해	본다.

탁구 몰입

3
선과 질서
선을 활용하여 네트형 경쟁 스포츠를 체험해 보자.

4
공, 라켓과 몰입
운동 수행에 있어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양한 과제를 통해 집중력을 높이고 몰입의 경험을 체험해 보자.

배드민턴 몰입

제한 구역 셔틀민턴:	배드민턴	지주대에	막대기를	설치하고	

30cm	높이에	선을	연결한다.	네트	위와	선	아래의	사이의	공

간에서	셔틀콕이	지나가도록	보낸다.	오랫동안	주고받을	수	있

도록	연습해	본다.	

기록 도전 셔틀콕:	벽에	자석판	표적지를	설치하고	셔틀콕의	앞

부분에	자석을	붙인다.	10개의	셔틀콕을	3m	거리에서	보내서	

총	점수를	계산해	본다.



3

마음열기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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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습 포 인 트  

네트형 경쟁 스포츠의 경기 방법과 전략을 이해하고 경기에 활용할 수 있

으며, 경기 상황에 맞게 전략을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생각하기 네트형 경쟁 스포츠의 활동
>>> 배구장과 공

>>> 탁구대와 라켓, 공

>>> 배드민턴장, 라켓,

셔틀콕

상식 더하기 

이긴다는 것은 상대를 넘는 것이 아닌 나를 넘는 것이며, 불편한 승리보다 차라리 아름다운 패배가 더 

낫다. 

네트형 경쟁이 의미 있는 이유

다른 경쟁 스포츠와 다르게 네트형 경쟁 스포츠는 공격과 수비를 

구분하지 않는다. 최선의 공격이 최고의 수비이며, 최고의 공격 

또한 최선의 수비가 된다.

스포츠는 어느 누구에게는 승리를 어느 누군가에게는 패배를 준

다. 하지만 그 패배자는 승리를 위해 다시 한 번 노력할 것이고, 

승리자 또한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달려갈 것이다. 

승리와 패배  

네트형 경쟁 스포츠에서는 네트를 사이로 넘지 못할 벽이 존재

한다. 상대 네트를 넘어서도 안 되지만, 상대를 향해 승리의 기

쁨을 네트 너머로 보여 주는 것도 예의에 어긋난다. 자기 팀끼리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서로를 격려하게 된다.  

넘지 못할 벽

창과 방패

>>> 주로 손을 사용하는 네트형 경쟁 스포츠

>>> 주로 발을 사용하는 네트형 경쟁 스포츠

>>> 도구를 사용하는 네트형 경쟁 스포츠

대표적인 네트형 경쟁 스포츠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

이 있을까?

배구 

족구 

탁구 

비치 발리볼 

세팍타크로 

테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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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더하기 
경기복

팀의	상의,	반바지,	양말은	모

두	동일해야	한다.	(리베로는	

제외)

•	선수	상의에	부착된	번호는	

1~18번까지	가능.	상의	앞,	

뒷면의	정중앙에	있어야	한

다.

•주장은	번호	하단에	밑줄을		

			그어	표시한다.	

배구공

• 재질 및 색상:	고무	또는	이

와	유사한	재질로	만든	내피

에	가죽	또는	합성	가죽	표피

로	만든다.

•무게:	260~280g

•둘레:	65~67cm

	

배구화 

신발은	바닥에	굽이	없어야	하

고	고무나	가죽으로	만들어	부

드럽고	유연해야	한다.

잘못된 배구 용어

퀵세트,	토스,	언더패스,	백	세

트	등은	동호회	등	현장에서	잘

못	사용하고	있는	배구	용어들

이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공통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서브권과 로테이션(Rotation)

배구는	서브권을	가져올	때마다	선수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한	자리씩	옮겨야

한다.

>>> 경기 방법

•경기 인원:	각	팀	6명(리베로	1명	포함)

•선수 교체:	한	세트에	6번(수시로	가능)

•득점:	서비스권과	관계없이	랠리마다	득점을	하며,	득점을	한	팀이	서비스권을	갖는다.

• 경기 구성:	5세트	중	3세트를	먼저	얻는	팀이	승리한다.	각	세트는	25점을	먼저	얻으면	승리하지만	

마지막	세트는	15점을	먼저	얻어야	승리한다.

• 듀스:	24대	24	동점일	경우	2점	차이가	날	때까지	경기를	계속	진행한다.	세트가	2대	2인	경우도		

5세트는	최소	2점이	앞선	상황에서	15점을	먼저	획득해야	승리한다.

>>> 9인제 배구

•경기 인원:	각	팀	6명(리베로	1명	포함.)

•21점	3세트로	경기	진행

•선수들의	로테이션	규정이	없음.

•9명의	선수가	전위와	후위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공격과	수비

1 배구

5 4

6 3

11 2

후위:
백존(공격선 뒤쪽 지역)의 

선수 3명을 말하며, 

공격할 때에는 

공격선 뒤쪽에서만 가능전위: 
프런트 존(공격선 앞쪽 지역)의 

선수 3명을 말하며, 

공격과 블로킹 가능

네트 높이:
중학교 남자 230cm

중학교 여자 220cm

서비스 존: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지역

6m

3m

공격선

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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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더하기 상식 더하기 
>>> 주요 경기 규칙 

배구 경기를 제대로 즐기기 위한 주요 경기 규칙과 반칙의 기준, 심판수신

호 등을 알아보자. 

>>> 주요 경기 기능 

서브, 패스, 리시브 등 배구 경기의 주요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자. 

심판 수신호

➊	사이드아웃						➋	선수	교체

➌	터치	네트								➍	오버	네트

➎	센터	라인	침범		➏	볼	터치

➐	더블	콘택트			➑	포	하츠

➒	서비스	지시			➓	볼	인

배구의 예절

•�서브하기�전�심판에게�인사하기

•�상대방이�공에�맞았을�때�사과

하기

•�선수�교체�시�손을�머리�위로�

올리고�잠시�멈춘�후�교대하기

•�소리를�질러�상대방의�플레이

를�방해하지�않기

안전 수칙

➊	공	밟지	않기

➋	손가락	조심하기

➌	한눈팔지	않기

•서브(Serve):	최초의	공격	기술

•패스(Pass):		세트나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기술

•리시브(Receive):	공을	받는	기술

•세트(Set):	스파이크를	할	수	있도록	공을	올려	주는	기술

•스파이크(Spike):	가장	강력한	공격	기술

•블로킹(Blocking):	수비이자	공격인	기술

서브

언더핸드 서브

공을	허리	아래에서	위로	

쳐올려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게	하는	서브

오버헤드 플로터 서브

공을	머리	위로	토스하고	

반대쪽	손을	어깨	위에서	

강하게	치는	서브

스파이크 서브

가장	공격적인	서브로	

높은	점프력과	도움닫기로	

점프하여	보내는	서브

패스

오버핸드(헤드) 패스

머리	위로	날아오는	공을	

받거나	패스할	때	하는	패스

포어암 패스

허리	아래로	낮게	날아오는	공을	

받거나	패스할	때	하는	패스

반칙: 다음 반칙의 경우 상대 팀에게 1점 부여

•오버 네트:	네트	너머에	있는	공을	터치한	경우

•캐치볼:	공이	경기자의	손이나	팔에	정지했을	경우

•더블 콘텍트:	한	선수가	연속	2회	이상	공을	접촉한	경우

•포 히츠:	공을	세	번	만에	상대	코트로	넘기지	못한	경우

•터치 네트:	플레이	도중	네트에	신체의	일부가	닿은	경우

•패싱 더 센터 라인:		경기자가	플레이	도중	센터	라인을	넘었을	경우

출처: 대한배구협회. 2015-2016 경기규칙 

오버헤드 플로터 서브 수행 시 일련 동작

서브(serve): 최초의 공격 기술

패스(pass): 세트나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기술

로테이션:	리시브	한	팀이	득점에	성공하여	서비스권

을	얻으면	시계	방향으로	한	자리씩	이동해야	한다. 

공격과 블로킹:	공격과	블로킹에는	전위	3명만이	참

가할	수	있다.	후위도	공격을	할	수	있지만	어택	라인	

뒤에서만	가능하다.

리베로:	각	팀은	경기	기록지	명단에	수비	전담	선수

인	리베로를	2명까지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고,	동

료와	다른	색의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작전 타임:	한	팀은	세트마다	30초씩	2회의	작전	시

간을	가질	수	있다.



322 323

IV
    경

쟁
 

상식 더하기 
스파이크와 블로킹

스파이크와�블로킹은�배구의�창

과�방패의�역할을�수행한다.�

 

스파이크리시브

세트

스파이크는	도움닫기,	점프,	팔	

스윙,	착지의	동작으로	이루어진	

가장	강력한	공격	기술로,	높은	

점프력과	타이밍이	필요하다.

리시브는	패스기술의	하나이다.	공을	받는	팔의	각도에	따라	공이	날아가는	방향이	달

라지기	때문에	반사각의	원리를	잘	이용하여	상황에	따라	오버핸드	패스	또는	포어암	패

스(언더핸드	패스)를	사용하여	받아	낸다. 

세터가	최종	공격자에게	공격하기	쉽도록	공의	방향과	높이	그리고	속도를	조절하여	올

려	주는	기술이다.	세터는	오버핸드(헤드),	포어암,	싱글핸드의	3가지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자의	공격	특성에	맞는	세트를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픈 세트 

C 세트 B 세트 A 세트 

프론트 세트 

백 세트 

스파이크 수행 시 일련 동작

 

➊  서브 리시브:	상대	서브를	리시브하여	세

터에게	패스하는	기술이다.	

➋  디그:	상대의	강한	공격을	받는	기술로,	

서브	리시브보다	더	낮은	자세를	취하고	

민첩하게	움직인다.	

세트한 공의 스피드와 높이에 따른 종류

• 속공(guick) 세트:	공의	속도가	빠른	세트로,	높이와	위치에	따라	에이(A),	비이(B)	세트로	분

류한다.		

			-	에이(A)	세트:	세터	위치에서	전방	약	1m	이내로	공을	빠르고	낮게	미는	세트

			-			비이(B)	세트:	세터	위치에서	전방	약	1~2m	이내로	공을	빠르게,	A	세트보다는	약간	높게	

띄우는	세트

			-			씨(C)	세트:	세터	위치에서	전방	약	4~5m	지점에	안테나	위치까지	낮고	길게	띄우는	세트

•오픈 세트:	안테나	위치까지	높고	길게	띄우는	세트	

• 세트(Set):	스파이크를	할	수	있도록	공을	올려	주는	기술

블로킹

·높게 점프하여 상대의 공격을 막는 것으로 직접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다.

·6인제 배구에서 전위 3명만 할 수 있다.

상식 더하기 

세트업의 기본 자세

자세를�낮추고�빠르게�움직일�

수�있는�자세

세트의 방향에 따른 종류

• 프론트 세트:�세터�정면에�있

는�선수를�향해

• 백 세트:�세터�뒤에�있는�선

수를�향해

백 어택

어택라인�뒤에�위치한�후위�선수

가�점프해서�어택�에어리어�위로�

뛰어�올라�스파이크�하는�공격�

기술

블로킹 반칙

상대편�서브를�블로킹한�경우

•�후위�선수나�리베로가�블로킹

한�경우

•�상대팀이�공격하기�전이나�공

격하는�순간�네트�너머의�공을�

터치한�경우

•�블로킹할�때�공이�아닌�상대�

선수의�신체를�터치한�경우

블로킹은 몇 명이 해야 좋

을까?

1명보다는�2명이,�2명보다는�3

명이�해야�유리하다.

리베로

이탈리아어로�‘자유’를�뜻하며�수

시로�자유롭게�선수�교체가�가능

하다.�단,�심판이�알아보기�쉽게�

다른�색의�유니폼을�입는다.�

슬라이딩 리시브

공이�거의�바닥에�떨어질�때쯤�겨

우�살리기�위해�몸을�날려�슬라이

딩하면서�볼을�처리하는�리시브

로,�보통�디그라고�표현한다.

스파이크(Spike): 가장 강력한 공격 기술

블로킹(Blocking): 수비이자 공격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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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전술 및 전략

•좌측 공격수

주로	코트의	왼쪽에서	오픈	공격을	담당한

다.

•보조 공격수

주	공격수의	보조	역할을	하며	수비에도	

치중하여	주로	시간차	공격을	한다.

•우측 공격수 

왼손잡이가	유리하며	주로	코트의	오른쪽

에서	공격한다.	

• 세터

공격수가	공격할	수	있도록	공을	

올려	준다.	

•센터

중앙에서	블로킹과	속공을	주로	

한다.	

•리베로

수비	전문	선수로	서브,	블로킹,	

스파이크를	할	수	없다.

공격 전술: 다양한 스파이크를 시도하여 여러 가지 공격 전술을 수행할 수 있다.

퀵 공격:		빠른	공격으로	낮고	빠른	세트업으로	상대의	블로킹을	하기	전	

재빨리	공격하는	기술

시간차 공격:		상대	팀의	블로킹을	따돌리기	위해	실제로	공격하는	

선수	외에	다른	선수가	스파이크	동작을	취해	블로킹

의	타이밍을	어긋나게	하는	공격	기술

오픈 공격:		배구에서	찬스를	만들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격	

전술로,	공을	높게	세트업하여	공격수가	스파이크를	하는	

기술

페인팅 공격:		강한	스파이크	동작으로	상대의	블로킹을	유인하고	그

로	인해	생긴	빈	공간에	손목의	스냅을	이용하여	가볍

게	밀어	넣는	공격	기술

포지션에 따른 역할

수비 전술

블로킹	위치에	따라	수비의	위치를	변경하여	빈	공간을	채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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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더하기 2 탁구

득점 서비스 체인지 타임, 레트

>>> 경기 방법

•경기 종목:	단식,	복식,	혼합	복식으로	단식은	양편	각	1명씩,	복식은	각	2명씩	조를	이루어	경기한다.

•경기 구성:	3세트	중	2세트를	먼저	얻는	팀이	승리한다.	각	세트는	21점을	먼저	얻으면	승리한다.	

•득점:	서비스권과	관계없이	랠리에서	이긴	쪽이	1	득점한다.	

•듀스:	20대	20	동점일	경우	2점	차이가	날	때까지	경기를	계속	진행한다.	(29:29인	경우	30점을	먼저	득점하면	승리)

•코트 교대:	첫	번째	게임	종료	후와	세	번째	게임	시작	전	그리고	세	번째	게임을	할	경우	11점	선취	시	코트를	변경한다.	

탁구공

•  재질 및 색상:	셀룰로이드	또

는	플라스틱의	재질로	만들며	

무광의	흰색이나	주황색이다.	

•  무게:	2.7g				

•  둘레:	65~67cm

라켓

•		크기,	모양,	무게에	제한이	없

지만	판은	평평해야	한다.

•		한쪽은	빨간색,	반대쪽은	검은

색이어야	한다.	

•		표면의	고무	돌기는	고르게	분

포되어야	한다.

경기복

•		셔츠와	짧은	반바지	또는	스커

트를	입어야	하고,	경기에	사

용하는	공의	색깔과	뚜렷이	구

별되어야	한다.	

•		복장으로	인해	공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긴	운동복	종류의	

옷을	입을	수	없다.

경기장 

크기: 7 X 4m 

팬스 높이: 75cm

탁구대
상판은 1.525 X 2.74m의 

직사각형으로, 바닥은 76cm 

위에 수평 상태로 설치한다.

1.83m

15.25cm

2.7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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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더하기 상식 더하기 
>>> 주요 경기 규칙 

안전 수칙

서비스 방법

서비스 공 잡는 방법

라켓 그립 방법

스트로크의 종류

• 포핸드 스트로크:�라켓을�쥔�

팔을�몸�밖에서�안쪽�전면으

로�타구하는�기술

• 백핸드 스트로크:�라켓을�쥔�

팔을�몸�안쪽에서�바깥쪽으로�

타구하는�기술

인성 TALK

탁구에서의  예절

• 경기�시작�전�심판,�팀,�동

료,�상대�선수에게�인사한다.

• 공이�네트나�엣지로�인하여�

득점하면�미안함을�표현한다.�

• 상대편을�상대로�세리머니를�

하지�않는다.��

• 점수와�상관없이�경기�종료�시

까지�최선을�다하며,�경기가�

끝나면�상호�인사하고�승패와�

상관없이�결과에�승복한다.��

• 에지�예절:�탁구에서�공이�테

이블의�모서리에�맞아�도저

히�리시브를�할�수�없는�경우

가�있는데,�이럴�경우에는�실

력보다�운으로�승리한�경우로�

공손하게�인사를�한다.

경기 촉진 룰:	한	세트가	10분이	지나도	끝나지	않으면,	촉진	룰을	적용한다.	서비스는	교대

로	한	번씩	실시하고	리시브하는	선수나	팀이	13번째	리턴에	성공하면	1점을	얻는다. 

서비스:	서버의	손바닥	위에	공을	올려	놓고	정지된	상태에서	시작해야	하며,	공은	회전	없이	

손바닥에서	최소	16cm	이상	올라가야	한다.

레트(경기 중단 및 무효) 

•	서비스된	공이	네트나	지주에	맞고	코트로	들어간	경우

•	리시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한	경우

•경기가	심판이나	부심에	의해	방해를	받은	경우

•심판의	지시가	있기	전에	서비스한	경우

득점 

•올바른	서비스가	아닌	경우

•상대가	타구한	공이	코트에	닿기	전에	라켓에	닿은	경우

•경기	중	몸이나	라켓이	네트나	지주에	닿은	경우

•라켓에	공이	2번	이상	닿은	경우

•라켓을	잡지	않은	손이	탁구대에	닿은	경우

•복식의	경우	올바른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경우

출처: 대한탁구협회.  2017 경기규칙 

서브

백핸드 서비스

서버가 공을 라켓으로 보내면 자신의 

코트와 상대 코트에 1번씩 바운드되

어야 리시버가 받아 칠 수 있다. 

상대가	공을	볼	수	있도록	손바
닥	위에서	16cm	이상	던져야	

한다. 

서비스는	상대의	움직임과	빈	공간을	생각하며	다양한	방향과	거리	그리고	회전을	

시도해야	한다.	또한	네트에	가깝도록	바운드를	낮게	보내야	유리하다.	

포핸드 서비스

스트로크

스트로크를	할	때에는	공이	날아오는	방향에	따른	타구	포인트를	찾아	쳐야	한다.	몸의	

균형을	조절하여	안정된	자세와	리듬감	있는	자세로	스트로크를	구사해야	한다.

드라이브(Drive):	공에	전진	회전을	크게	주어	공격하는	기술로,	공이	바운드된	후	빠르게	튀어

나가서	상대가	받기	어렵다.	

스매시(Smash):	높이	뜬	공을	회전	없이	강하게	내리치는	공격형	기술로,	빠른	속도와	득점력이	

높다.

셰이크핸드 그립

펜홀더 그립

서버 리시버

➊	탁구대	모서리	살피기

➋	옆	사람	주의

매치 포인트

(Match Point)

경기가�끝나기�직전의�최후의�

1점을�말한다.�즉,�마지막�1점

이�남았을�때�매치�포인트라�외

친다.

쇼트(Short):	탁구대	가까이에서	짧게	되받아치는	수비형	기술로,	타구하는	순간	라켓의	각도를	

조절하여	리시브하기	어렵다. 

커트(Cut):	탁구대에서	멀리	떨어져서	공에	역회전을	주는	수비형	기술로,	공의	회전으로	인하여	

휘어져	날아가며	리시브하기	어렵다. 

푸시(Push):	쇼트처럼	네트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	뜬	볼을	짧게	끊어서	치는	기술로,	초보자들

도	쉽게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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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더하기 
탁구 경기 스타일 

• 공격형:�공격을�위주로�하여�

득점을�얻는다.�주로�드라이

브와�스매시를�사용한다.

• 수비형:�되받아치기를�위주

로�하여�상대의�실수를�유도

하여�득점을�얻는다.�주로�커

트와�쇼트를�사용한다.�

복식 경기 서비스·리시브 

리시브

리시브는	공과	라켓을	끝까지	주시하여	집중해야	한다.	상대가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네트에	가깝게	넘기며,	다양한	공을	받아	칠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위치와	자세를	잡아

야	한다.

서버의 라켓 

라켓 방향  

A

D

B

C

라켓 방향  

회전 방향  

회전 방향  

전진 회전 

속도가 빠른 후진 회전 

속도가 느린 후진 회전 

무회전 

서버의 라켓 

전진 회전  

후진 회전  

리시버의 라켓 

리시버의 라켓 

>>> 단식 경기 전술

>>> 복식 경기 전술

최초의	공격은	서비스이다.	네트를	살짝	넘겨	짧게	넣거나	엔드	라인	부근으로	길게	넣는다.	다양한	스트로크를	구사하여	실수를	

유도하고	기회가	생길	때	과감하게	플레이한다.	공에	여러	가지	회전을	주어	상대방이	리시브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리시브할	

때에는	공이	떨어지는	지점을	예측하여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단식 경기 전술의 기본 원리

•	빠른	동작과	정확한	기술을	구사한다.	

•	다양한	방법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최초의	공격에	성공한다.	

•	다양한	방향과	스트로크를	사용하여	리시브하기	어렵게	보낸다.	

•	상대방의	경기	스타일을	파악하여	자신의	장점을	살린	플레이를	한다.	

복식	경기는	두	사람이	한	번씩	번갈아가며	공을	쳐야	하기	때문에	동료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여	경기를	운영해야	한

다.	따라서	다음	동료가	치기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복식 경기 전술의 기본 원리

•	동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해야	한다.

•	상대의	경기	스타일을	파악하고,	기회가	있을	때	과감하게	공격해야	한다.

•	두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전술	및	전략을	세워야	한다.	

•	두	사람이	교대로	스트로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위치	선정을	해야	한다.

경기 기술 연습

공 튀기기 바닥에 공 튀기기 목표물 공으로 맞추기 연속해서 벽치기

경기 스타일에 따른 위치 선정

같은 경기 스타일일 경우:	스트로크	한	후에	뒤로	물러나

고,	뒤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전진한다.

다른 경기 스타일일 경우:	공격형	스타일은	탁구대	앞쪽에

서	주로	위치하고,	수비형	스타일은	뒤쪽에서	주로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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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드민턴

>>> 경기 방법

•경기 종목: 단식, 복식, 혼합 복식이 있다. 단식은 양편 각 1명씩, 복식은 각 2명씩 조를 이루어 경기한다.

•경기 구성: 3세트 중 2세트를 먼저 얻는 팀이 승리한다. 각 세트는 21점을 먼저 얻으면 승리한다. 

•득점: 서비스권과 관계없이 랠리에서 이긴 쪽이 1 득점한다. 

•듀스: 20대 20 동점일 경우 2점 차이가 날 때까지 경기를 계속 진행한다. (29 : 29인 경우 30점을 먼저 득점하면 승리)

•코트 교대: 첫 번째 게임 종료 후와 세 번째 게임 시작 전 그리고 세 번째 게임을 할 경우 11점 선취 시 코트를 변경한다.

서비스 반칙

오버핸드

라켓	헤드	부분이	

라켓을	쥔	손보다	

높이	올라간	경우

오버 웨이스트

셔틀콕의	타구	위치가	

허리보다	높은	경우

라인 크로스

코트	라인을	

밟은	경우

풋 폴트

발의	일부가	지면에	

닿지	않은	경우

셔틀콕  

깃: 18개   

베이스    

중량 
4.75~5.50g   

상식 더하기 

오버 웨이스트

인

풋 볼트

아웃

230mm 이하 

헤드 

샤프트  

핸들  

라켓 

680mm 
이하 

셔틀콕

•  재질 및 색상:	베이스에	16개

의	깃을	고정한	것

•  무게:	4.74~5.50g

경기복

자유로운	색상	선택이	가능하며,	

하의는	반바지	또는	치마바지를	

착용해야	한다.

13.4m
(라인 포함)

2.02m

네트 
높이: 양 끝부분 1.55m, 
중앙: 1.524m
길이: 6.1m

센터 라인 

서비스 코트 
(오른쪽)

서비스 코트 
(왼쪽)

쇼트 서비스 라인 

주심 

선심 

선심 

5.18m
(단식) 

6.1m
(복식) 

0.76m

3.92m

사이드라인  
(단식)

사이드라인  
(복식)

롱 서비스 라인
(복식)  

롱 서비스 라인

(단식)  

6.1m

서비스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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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더하기 상식 더하기 
>>> 주요 경기 규칙

셔틀콕 잡는 방법

라켓 그립 방법

이스턴 그립

웨스턴 그립

안전 수칙

➊ 라켓 조심하기

➋ 한눈팔지 않기 

서비스와 리시브 

• 단식:	서버가	포인트를	얻지	못했거나,	점수가	짝수인	경우	오른쪽에서,	점수가	홀수인	경

우는	왼쪽에서	서비스하고,	리시버는	서버의	대각선	코트에서	리시브한다.	

• 복식:	서버가	포인트를	얻지	못했거나	점수가	짝수인	경우는	오른쪽에서,	점수가	홀수인	

경우는	왼쪽에서	서비스하고,	리시버	쪽의	선수는	해당	선수	쪽이	서비스하여	점수를	얻기	

전까지	서로	코트	위치를	바꾸지	않는다.	

레트(경기 중단 및 무효):	레트는	예상하지	못한	우발적인	사고	및	행동이	발생하여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선언되며,	레트가	선언되면	바로	전에	서비스한	선수의	서비스권은	그대로	유

효하며,	그	선수가	다시	서비스한다.	(리시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할	경우,	경기	

중	다른	코트로부터	셔틀콕이	들어와	경기를	방해할	경우	등)

반칙 

•서비스가	올바르지	못할	경우

•서버가	서비스하는	도중	셔틀콕을	치지	못하고	헛스윙했을	경우

•선수의	라켓	또는	네트	이외의	다른	곳에	셔틀콕이	닿았을	경우

•	셔틀콕이	네트를	넘어오기	전에	네트를	넘어	셔틀콕을	치거나	헛쳤을	경우	(단,	셔틀콕이	

네트를	넘어왔을	경우	셔틀콕을	치고	상대편	코트로	넘어가는	것은	허용됨.)

•라켓이나	선수의	몸이	네트에	닿았을	경우

•셔틀콕을	연속적으로	두	번	이상	쳤을	경우

출처: 대한배드민턴협회. 2016 배드민턴 경기규정(BKA)

인& 아웃

배드민턴	경기에서	셔틀콕이	

라인에	떨어지는	경우도	인으

로	판정한다. 

리시브

풋워크

서비스

롱 서비스(포핸드) 쇼트 서비스(백핸드)

배드민턴의	서비스는	배구,	탁구,	테니스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즉,	회전	

금지,	오버핸드(Over	Hand),	오버	웨이스트(Over	Waist)	등	공격적인	요소들의	제

한이	있다.	이는	서버가	일방적으로	게임에서	유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올바른	자세로	경기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구사하고	상대의	위치와	움직임을	파

악해야	한다.	서비스	종류에는	롱	서비스.	쇼트	서비스,	드리븐	서비스	등이	있다.	

•롱 서비스:	상대편의	키를	넘기듯	코트	뒤쪽으로	길게	보낸다.

•쇼트 서비스:	상대편의	서비스라인	앞쪽으로	짧고	낮게	보낸다.

• 드리븐 서비스:	셔틀콕의	높이는	롱	서비스보다	낮지만	속도를	빠르게	하여	상대	뒤쪽으로	보낸다.	

리시브는	어떠한	공격에도	자신	있게	칠	수	있도록	위치	선정과	안정된	자세가	중요하

다.	상대	선수의	위치와	움직임을	파악하여	리시브하기	힘든	곳에	다음	공격에	유리하

도록	보내야	한다.	 

짧은 서비스를 리시브하는 경우  

드라이브	또는	하이	클리어	등을	구사하여	뒤

쪽	빈	공간으로	보낸다.	서비스가	조금	높게	뜬	

경우	푸시	타법을	구사한다.	

긴 서비스를 리시브하는 경우  

스매시	또는	하이	클리어,	드롭샷	등을	구

사하여	빈	공간으로	보낸다.	

러닝 스텝: 달리듯이 이동

홉 스텝: 한쪽 발로만 가볍게 뛰면서 이동

슬라이딩: 미끄러지듯 이동

피벗: 한 발을 축으로 이동

➊

준비

➋

➌

➊

준비

➋

➌

➊

준비

➋

➍➌ 준비

➊

➋

>>> 주요 경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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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더하기 스트로크

• 클리어(Clear):	셔틀콕이	상대방	코트의	끝부분까지	높고	멀리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수직으

로	떨어지는	하이	클리어와	하이	클리어보단	낮지만	코트	뒤쪽으로	빠르고	깊숙이	보내는	드리

븐	클리어가	있다.	

• 스매시(Smash):	높이	뜬	셔틀콕을	강한	힘과	속도로	상대방	코트에	거의	직선으로	내려치는	

기술로,	방향과	각도가	중요하다.	

• 드라이브(Drive):	셔틀콕이	네트	상단과	평행을	이루면서	날아가는	기술로,	네트에서	높이	뜨

지	않으면서	강하게	보내야	한다.		

• 드롭(Drop):	엔드	라인	가까이	날아오는	셔틀콕을	임팩트	순간에	짧게	끊어	쳐서	네트	너머	바

로	앞에	살짝	떨어지게	하는	기술로,	상대의	위치가	뒤쪽에	있을	때	유용하다.	

• 헤어핀(Hairpin):	네트	바로	앞에	떨어지는	셔틀콕을	다시	상대편	네트	너머	가까이에	살짝	넘

기는	기술로,	섬세하고	감각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 푸시(Push):	네트	상단으로	짧게	넘어오는	셔틀콕을	밀듯이	강하게	치는	기술로,	라켓이	네트

에	닿거나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식 더하기 
배드민턴에서의  예절

•	경기�시작�전�심판,�팀,�동료,�

상대�선수에게�인사한다.

•	상대방의�실수로�셔틀콕이�자신

의�코트에�떨어지더라도�자신이�

줍는다.

•	떨어진�셔틀콕을�상대방에게�넘

겨�줄�때에는�네트�위로�가볍게�

쳐서�넘겨준다.�

•	점수와�상관없이�경기�종료�시까

지�최선을�다하며,�경기가�끝나

면�상호�인사하고�승패와�상관없

이�결과에�승복한다.��

다양한 방향의 셔틀콕을 

치기 위한 스텝과 홈 포지

션 지키기

배드민턴 서비스 순서

• 단식의 경우:�짝수�점수일�때

에는�오른쪽에서�대각선으로�

홀수�점수일�때에는�왼쪽에서�

대각선으로�서비스한다.�

 • 복식의 경우:�단식과�같은�방

법이지만�4명의�선수가�돌아

가며�서비스한다.�

복식 경기 대형

스매시 

헤어핀

푸시 

리시브는	어떠한	공격에도	자신	있게	칠	수	있도록	위치	선정과	안정된	자세가	중요하

다.	상대	선수의	위치와	움직임을	파악하여	리시브하기	힘든	곳에	다음	공격에	유리하

도록	보내야	한다.  

셔틀콕 타구 방향에 따른 스트로크

자세에 따른 스트로크

상대의 체력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한 전후좌우 스트로크

공격형 

>>> 단식 경기 전술

>>> 복식 경기 전술

단식	경기에서	상대를	이길	수	있다는	강인한	정신력과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를	구사해야	한

다.	또한	넓은	코트를	혼자서	수비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공격에도	받아칠	수	있는	홈	포지션

에	위치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를	최대한	많이	움직이도록	하여	체력을	떨어뜨리게	하면	유리

하다.

•	상대의	약한	선수	쪽으로	보낸다.	

•	다양한	서비스를	구사하여	상대를	혼란스럽게	

한다.	

•	전위	플레이가	좋은	사람은	앞에서,	후위	플레

이가	좋은	사람은	뒤에서	맡는다.	

•	수비가	중첩되는	중앙으로	보낸다.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친다.

짧거나 길게 번갈아 

가면서 친다.

하이 클리어 

드리븐 클리어 

드라이브 

드롭 

스매시 

셔틀콕의 방향 

셔틀콕의 방향 

토스로	서비스권을	

정하고	AB팀이	선공

하면	오른쪽에서	대

각선으로	서비스

AB팀이	득점하면	

서비스를	했던	선수

가	자리를	바꾸어	대

각선으로	서비스

CD팀이	득점하면	

서비스권을	얻고,	홀

수	점수이므로	왼쪽

에서	대각선으로	서

비스

AB팀이	득점하면	

서비스권을	얻고,	짝

수	점수이므로	오른

쪽에서		대각선으로	

서비스

CD팀이	득점하면	

서비스권을	얻고,	짝

수	점수이므로	오른

쪽에서	대각선으로	

서비스

복식 경기 배드민턴 서비스 순서 

스코어 0:0

D

B

C

A

D

A

C

B

D

A

C

B

D

A

C

B

D

A

C

B

스코어 1:0 스코어 1:1 스코어 2:1 스코어 2:2

혼합	복식형

클리어

헤어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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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경기 방법

한마음 배구: 서로 협동하면서 팀워크를 발휘해야 이기는 배구

배구는 상대 팀 코트에 공을 어렵게 보내야 유리한 스포츠이다. 하지만 팀을 위해 서로에게 받기 

좋게 보내는 경기가 ‘한마음 배구’의 특징이다. 단계별 연습 과정을 통해 팀원들끼리 서로 협동하면

서 팀워크를 발휘하고 나아가 한마음이 되도록 노력해 보자. 

경기 상황에 맞게 전략을 진단하여 창의적으로 적용해 보자.

창의융합활동

1 한마음
배구 

1단계

➊	5~6명으로	한	팀	구성

➋	2m	높이의	벽에	목표	지점을	표시

➌		한	줄로	서서	벽을	향하여	패스하고	줄의	맨	뒤로	이동

➍		앞의	사람이	벽에	패스하여	바운드된	공을	다시	땅에	떨어

뜨리지	않고	다시	다음	사람이	바운드할	수	있도록	패스

2단계

➊	1단계의	벽	대신	상대	팀과의	협력하는	경기	

➋		첫	번째	상대	코트로	보낸	사람은	줄의	맨	뒤로	이동하여	

대기

➌		리시브해서	받은	공을	상대	코트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

록	패스	

3단계

➊		상대	코트로	공을	넘기고	원	바운드된	공을	다시	상대	코트로	넘긴다.

➋		한	팀에서	최대한	3번의	바운드가	허용된다.	단,	연속해서	바운드	되면	

실점

➌		상대	코트에	받기	좋게	보내서	오랫동안	랠리가	되도록	한다.

STEP 1  다양한 지구 탁구 

지구 탁구: 인내심과 지구력을 발휘해야 이기는 탁구

역사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은 모두 어떠한 일에 대해 꾸준히 노력하고 인내심과 지구력을 겸비한 

공통점이 있다. 탁구를 통해 지구력을 높여 보는 계기로 지구 탁구를 경험해 본다. 지구 탁구란 상

대의 실력에 맞게 공을 보내어 서로 오랫동안 주고받는 탁구 경기이다. 

창의융합활동

2지구 탁구 

1인 지구 탁구

➊		1:1로	마주	서서	상대가	받기	쉽게	오랫동

안	주고받는다.

➋		주고받은	숫자	또는	시간	기록으로	경쟁한다.

릴레이 지구 탁구

➊		한	사람이	공을	상대편으로	보내고	자신의	팀	

맨	뒤로	돌아간다.	

➋		다음	사람은	빨리	탁구대	앞으로	들어가	다시	

공을	상대팀으로	보내어	오랫동안	주고받는다.

2인 지구 탁구

➊		2인	1조로	같은	팀은	공을	한	번씩	번갈아	

치고	서로	오랫동안	주고받는다.	

➋	주고받은	숫자	또는	시간	기록으로	경쟁한다. 

둥글게 지구 탁구

➊	4~5인의	팀으로	둥글게	원으로	서서	준비한다.

➋	시계	방향으로	한	사람씩	바운드하여	오랫동안	공이	살아있도록	한다.

장애물 지구 탁구

➊		한쪽	팀에	컵을	4개를	준비하고	원하는	위

치에	올려	놓아	장애물을	설치한다.

➋	장애물을	피해	오랫동안	주고받는다.

➌	1인	또는	2인	이상의	팀으로	경기를	해	본다.

한 반 지구 탁구

➊	15명	또는	한	반	전체가	팀이	되어	2열로	서서	준비한다.

➋	한	사람씩	공을	쳐서	마지막	사람까지	공을	살려	보낸다.

➌	최종의	사람은	컵을	들고	공을	안에	넣으면	성공이다.	

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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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민턴: 배드(bad)가 아닌 배려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배드민턴

배드민턴처럼 네트형 경쟁 스포츠는 모두 상대 팀에게 리시브하기 어렵도록 나쁘게 공을 보내야 

한다. 하지만 ‘배드(Bad)’를 ‘배려’로 바꾼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다. 배려민턴은 상대 팀에

게 나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수준과 실력에 따라 받기 쉽도록 배려하여 오랫동안 주고

받는 경기이다. 배려심은 나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해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특성과 능력에 맞게 보내도록 연구를 해야 한다. 

테니스: 항상 러브로 시작하는 테니스

11세기경 유럽의 성직자와 귀족 사이에서 성행했던 라뽐므(la paum)라는 경기를 시초로 보고 

있으며, 16세기 들어 라뽐므보다 지금의 테니스에 가까운 죄드폼(jeu de paume)이 프랑스 

왕실과 귀족들 사이에 널리 퍼졌다. 그 후 영국으로 전해졌던 죄드폼을 잔디밭에서 할 수 있는 스

파이리스타이크라는 경기로 재탄생시켰다. 그것이 지금의 론테니스(lawn tennis)이다. 즉 잔

디 코트에서 벌이는 테니스 경기의 원조이다. 1876년 영국 윔블던의 한 클럽에서 새로 규칙을 

정비하여 대회를 개최했는데, 그 대회를 통해 테니스는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 나갔다. 

창의융합활동

3배려민턴 

창의융합활동

4테니스

➊	2인	1조로	같은	팀은	공을	한	번씩	번갈아	치고	

서로	오랫동안	주고받는다.

➋	주고받은	셔틀콕의	숫자	또는	오랫동안	랠리	한	

시간을	기록으로	경쟁한다.	

➊	준비	운동의	원칙에	따라,	심장보다	먼	부위,	좌우를	동일하게	하여	만든다.	

➋	팀을	구성하여	신나는	음악을	선곡하고	4박자	또는	8박자에	맞는	배려민턴	댄스를	구상한다.	

➌	배드민턴의	스트로크	자세,	심판	수신호	자세,	풋워크의	스텝	등을	이용하여	박자에	맞추어	준비	운동	댄스를	만들어	본다. 

➊		한	사람이	상대편으로	보내고	상대팀	맨	뒤로	

돌아간다.	

➋		다음	사람은	앞으로	나와	다시	셔틀콕을	상대팀

으로	보내어	오랫동안	주고	받는다.

STEP 3  주요경기규칙

STEP 2  1:1 약수터 배려민턴

STEP 3  릴레이 마라톤 배려민턴

➊ 경기 종류:	단식,	복식,	혼합	복식

➋ 승패 결정:		남자	단식은	5세트	3선	승제,	여자	단식과	혼합	복식은	3세트	2선	승제

➌ 코트 변경:		게임을	시작하여	첫	게임이	끝나면	코트를	변경하고	그	이후는	2	게임을	한	후	코트	변경

STEP 1  경기 방법 

STEP 1  배려민턴 댄스 

STEP 2  경기 진행

테니스는	포인트,	게임,	세트,	매치의	4단계로	구성된다.	시합	중	공격에	성공하면	1포인트를	얻게	된다.	총4포인트를	먼저	얻으면	1게임을	이기

게	되며,	6게임을	먼저	얻으면	1세트를	이기게	된다.

각	게임의	점수는	0점인	‘러브(love)’에서	시작하여	첫	포인트	‘피프틴(fifteen)’,	둘째	포인트	‘서틴(thirty)‘,	셋째	포인트	’포틴(forty)‘,	넷째	포인트	’

게임(game)’으로	이루어진다.	두	선수나	양쪽	팀이	모두	포틴일	경우	‘듀스(deuce)’가	되어	연속으로	2번	포인트를	얻어야	게임을	승리하게	된다.

• 타이브레이크 시스템:	게임	스코어가	5대	5가	되면	듀스가	되어	2	게임	연속해야	승리하지만,	경기가	한없이	길어질	경우	선수	체력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	스코어	6대	6이	되거나	8대	8이	되었을	경우	1	게임을	이기면	승자가	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서브권:	가위·바위·보	또는	동전	던져	서브권이나	코트를	결정

• 서브 순서:	처음	서브는	오른쪽에서	대각선으로	넣으며,	그	다음	서브는	왼쪽에서	넣는다.	득점이	없거나	짝수	득점일	때는	오른쪽에서,	홀수	득

점일	때는	왼쪽에서	넣는다.	서브는	1	게임이	끝날	때까지	같은	사람이	계속	넣으며,	2회	폴트하면	1점을	잃는다.	

• 실점:	서버가	2개의	서브를	다	실패했을	경우,	친	공이	네트에	걸리거나	코트	밖으로	나갔을	경우,	한	번	튀긴	공을	치지	못하였을	경우,	몸이나	

옷에	공이	닿았을	경우,	플레이	중	신체의	일부나	라켓이	네트·포스트	등에	닿았을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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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습 포 인 트  

네트형 경쟁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경기 절차, 상대방, 동료, 심판 및 관중에 

대한 예의범절을 지킬 수 있다.

네트형 경쟁 스포츠와
운동 예절

제가 할게요! “MY!"

배구에서 높이 뜬 공을 리시브할 때 큰 목

소리로 ‘마이’라고 외친다. 그 이유는 주위

의 여러 선수들이 공을 리시브하려다가 서

로 부딪혀 오히려 공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래서 특정 선수가 자신이 하겠다고 소

리치고 리시브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순

간 모든 책임은 ‘마이’를 외친 선수에게 있고 

그 선수는 반드시 제대로 리시브를 하기 위

해 노력해야 한다. 스포츠에서 책임감은 무

엇보다 중요하며 어떠한 위치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책임의 기초이다.

4명의 모둠을 만들어 위 뉴스를 보고 

생각한 점을 이야기하고 적어 보세요.

1

3

2

4

말 한 마디보다 강한 스킨십!

배구, 족구, 배드민턴, 탁구 등의 네트형 경쟁 스포츠는 상대방

과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같은 팀끼리도 특별한 상황

이 아닌 경우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활동이다. 하지만 팀

의 사기와 분위기가 경기력에 결정적인 사유가 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응원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스포츠는 응원을 위한 말 한 마디

보다 간단한 스킨십이 오히려 팀의 분위기를 높이는 중요한 방법일 

수 있다. 

운동 예절

한 개인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

을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목표를 세우

고 독립적으로 선택하며, 다

른 사람의 목표나 권리를 방해

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

을 할 수 있는 능력

출처: 국립특수교육원(200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응원과 격려

1.  나와 동료, 상대 선수 그리고 심판에 대

한 존중은 기본이며 그로 인하여 성숙된 

예절을 배운다. 

2.  상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는 

것처럼, 동등한 입장에서 경기를 수행해

야 하며 상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배려

심을 배운다. 

3.  자신의 포지션에 맞는 역할과 제한된 구

역 내 책임을 다해야 경기력을 높이는 경

기로 책임감 높은 사회성을 배운다. 

창의 Up
융합Up



 스스로 점프!
3 3

 

활동 후 느낀 점 상상도전하기 다음 물음에 자신의 의견을 주장해 보자. 예시와 같이 팀플레이 사진을 신문이나 잡지에서 찾아 붙여 보자.스스로 평가하기

페어플레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노력에 대해서 토의해 보자.일상생활에 적용하기

1. 그림을 보고 1번과 2번 중 하나의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해 보자.

	  	 	 	 	 	 	 	 	 	

	 	 	  

	  

2. 스포츠에서 팀워크를 위해 희생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3.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 1개를 선택하여 운동 예절을 위한 10 계명을 만들어 보자.

	  	 	 	 	 	 	 	 	 	 	 	

	 	

나는:  

	  	 	 	 	 	 	 	 	 	 	

	 	
우리는:  

	  	 	 	 	 	 	 	 	 	 	

	 	
학교는:  

	  	 	 	 	 	 	 	 	 	 	 	

	 	

사진 

붙이기 

사진 
붙이기 

사진 

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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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일상생활에서의 페어플레이 & 존경

축구 경기에서 페어플레이 & 존경
일상생활에서 페어플레이 & 존경

제목:	스승의	은혜	 	

내용:	하늘과	같은	스승의	은혜를	일	년에	하루가	

아닌	매일	느끼면	어떨까?	나를	올바르게	가르쳐

주신	선생님에게	마음의	선물을	드려야겠다.	선생

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제목:		 	

내용:		 	
	
	 	
	 	

제목:		 	

내용:		 	
	 	
	 	
	 	

제목:		

내용:		 	
	 	
	 	
	 	

농구 경기에서 페어플레이 & 존경

1번: 무시하고 계속 달릴 것이다.

2번: 넘어진 상대를 도와줄 것이다.

예시와 같이 존경을 주제로 한 사진을 신문이나 잡지에서 찾아 붙이고 제목과 이야기를 써 보자.



생
각
하
기

이
해
하
기

실
천 
노
트

역량 Up 
▶ 대인 관계를 잘하면 행복해요!

▶ 대인 관계와 경쟁 활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원활한 대인 관계를 
위한 의사소통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10가지

❶  부정적인 대화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므로 피해

야 한다.

❷  긍정적인 대화를 하고 이를 잘 받아들일 줄도 알

아야 한다.

❸  상황에 적절한 말을 해야 한다.

❹  매일 배우자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줘라.

❺  비언어적 방법으로 애정을 표현하라.

❻  논쟁이나 자기 방어, 변명을 하지 말고 말다툼을 

피하라.

❼  '너' 대신에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라(I 

MESSAGE).

❽  대화에도 성 차이(性差異)가 있다. 배우자의 

언어로 이야기하자.

❾  상대방의 느낌을 인정해 주어라.

❿  사랑 안에서 진실을 이야기하자.

 

	 	 	 	 	 	 	 	 	 	

2.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듣기 5 계명’

1.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말하기 5 계명’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재미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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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올바른 응원 문화를 실천하는 ‘붉은 악마’

붉은 악마의 시작은 1983년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에서 붉

은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출전한 대표팀이 4강에 오르자 외국 언론

에서 ‘붉은 악령(Red Furies)’으로 표현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대

표팀의 응원을 위해 헌신한 ‘코리언 서포터스’의 활동과 모두가 한목

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쳤던 붉은 악마는 축구 대표 선수의 열두 번

째 선수로 활약하면서 경기장의 선수들과 승리를 기원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성숙된 응원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농구: 기록을 바꾼 단신들의 도전

농구는 신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 앨런 아이버슨

배구: 배구의 교과서 ‘하이큐’

일본 후루다테 하루이치의 배구 만화로 하이큐의 뜻은 배구의 일본어 약칭이다. 주

간 소년 점프에서 2012년부터 연재하였고 극적인 연출과 재미로 엄청난 인기를 얻어 

2014년 TV 애니메이션이 방영되었다. 배구 경기의 현실적인 묘사와 극적인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게 되었고 배구의 기술 및 전술 그리고 문화를 배우기 위해 

훌륭한 교과서이다.

(출처 : http://

blog.naver.

com/naha77?Re

direct=Log&log

No=40006431902)

야구: 환경이 야구의 기록을 바꾼다.

❶ 고도가 높으면 공기의 밀도가 낮아져 공기의 저항력이 줄어들고 타구의 비거리가 늘어난다.

❷ 기온이 올라가면 기체 운동이 활발해져 밀도가 낮아져 공기의 저항력이 줄어들고 타구의 비거리가 늘어난다.

❸ 습도가 높아지면 공기보다 공과 배트의 무게가 늘어나고 탄성력이 줄어들어 타구의 비거리는 줄어든다.

❹ 비가 내리면 대기 중 밀도가 높은 물방울이 저항을 크게 만들어 타구의 비거리를 줄어들게 한다.

❺ 바람이 1.6km/h 상승하면 비거리가 +0.9m 증가하고 홈런 확률이 5% 증가하게 된다.  

출처: http://baseballgen.com/246

168cm의 스퍼드웹 160cm의 타이론 보거스 165cm의 얼 보이킨스 175cm의 네이트 로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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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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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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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마무리!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❶ 다음에 제시한 내용이 맞으면 ○, 틀리면 ×로 표시해 보자.

•영역형 경쟁 스포츠는 같은 공간에서 경쟁한다.      (          )

•필드형 경쟁 스포츠는 명확한 공격과 수비로 구분된다.     (          )

•네트형 경쟁 스포츠는 끊임없는 신체적 접촉이 있어 페어플레이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          )

•네트형 경쟁 스포츠는 상대팀 골대를 향해 공격하여 득점을 해야 한다.    (          )

❷ 다음에서 설명하는 원리와 그 원리에 맞는 내용을 바르게 연결해 보자.

마찰력  • •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다른 물체도 힘을 작용한 물체에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을 작용한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 • 변형된 물체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말한다. 

무 회전 킥 • • 물체가 어떤 면과 접촉하여 운동할 때 그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말한다. 

탄성력  • • 회전이 없이 날아가는 공은 불안정한 공기의 밀도의 영향으로 직선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측을 할 수 없이 흔들리며 날아간다. 

❸ 다음에서 설명하는 유형의 경쟁 스포츠의 종목을 <보기>에서 두 가지씩 찾아보자. 

•도구를 활용한 유형의 영역형 경쟁 스포츠: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과 발을 이용하여 골대에 슛하여 득점을 얻는 유형의 영역형 경쟁 스포츠:    

•부채꼴 모양의 3개의 베이스를 한 바퀴 돌면 득점을 하는 유형의 필드형 경쟁 스포츠:       

평소 자신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자.

활 동 ◦ (2점) ▵ (1점) X (0점)

1. 영역형 경쟁 스포츠(축구, 농구 등)에 해당하는 대회를 나가 본 경험이 있다. 

2. 네트형 경쟁 스포츠(배드민턴, 탁구 등)에 해당하는 대회를 나가 본 경험이 있다. 

3. 경쟁 스포츠에 해당하는 종목을 일주일에 2회 이상 운동을 실시한다. 

4. 한 달에 1회 이상 경쟁 스포츠 종목에 해당하는 대회에 관람을 하고 있다.

5. 경쟁 스포츠에 해당하는 종목을 배워 본 경험이 있다.

총 점 

보기    럭비, 필드하키, 배구, 축구, 비치발리볼, 소프트볼, 플로어볼, 야구 

경쟁의 가치를 이해하고 경쟁의 신체 활동을 수행하며 선의의 경쟁을 실천한다.경쟁  Ⅳ

필드형 경쟁

경쟁의 목표는 게임과 스포츠 상

황에서 숙달된 기능과 상황에 적합

한 전략의 활용을 통해 성취된다.

체력 

평가
네트형 경쟁

대인 관계 능력은 공정한 경쟁과 

협력적 상호 작용을 통해 발달된다.

•네트형 경쟁의 의미와 특성에 대한 이해

•네트형 경쟁 스포츠의 역사, 경기 유형, 인물, 사건 등을 분석
역사와 특성

•네트형 경쟁 스포츠의 핵심 개념, 과학적 원리를 이해

•운동 수행에 맞게 적용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운동 기능과 과학적 원리 

•네트형 경쟁 스포츠의 경기 방법과 전략을 이해 

•전략을 진단하여 창의적으로 적용
경기 방법과 전략

•대인 관계 능력 향상

•운동 예절의 실행, 평가 등을 스스로 선택하고 실천
운동 예절

체력 

평가

•필드형 경쟁의 의미와 특성에 대한 이해

•필드형 경쟁 스포츠의 역사, 경기 유형, 인물, 사건 등을 분석
역사와 특성		

•필드형 경쟁 스포츠의 핵심 개념, 과학적 원리를 이해

•운동 수행에 맞게 적용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운동 기능과 과학적 원리 

•필드형 경쟁 스포츠의 경기 방법과 전략을 이해 

•전략을 진단하여 창의적으로 적용
경기 방법과 전략

•팀을 위한 희생정신과 팀워크 향상

•협력적 상호 작용을 통한 인성 함양
팀워크		

체력 

평가

•영역형 경쟁의 의미와 특성에 대한 이해

•영역형 경쟁 스포츠의 역사, 경기 유형, 인물, 사건 등을 분석
역사와 특성

•영역형 경쟁 스포츠의 핵심 개념, 과학적 원리를 이해

•운동 수행에 맞게 적용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운동 기능과 과학적 원리 

•영역형 경쟁 스포츠의 경기 방법과 전략을 이해 

•전략을 진단하여 창의적으로 적용
경기 방법과 전략

•나와 동료 및 상대 팀에 대한 존중

•공정한 경쟁을 통한 인성 함양
페어플레이

영역형 경쟁

인간은 다양한 유형의 게임 및 스

포츠에 참여하여 경쟁 상황과 경

쟁 구조를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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