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필수 교과목 강의지침서
1. 교과목 정보
교과목명
국문
영문

학점

시간
이론

실습

이수구분

무도와 인성(유도)
Martial Arts & Personality Cultivation

1

2

교양필수

(Judo)
구분

관리 책임교수

대학 및 기관

학부(과)·전공

성명

예술체육대학

체육학과

하형주

예술체육대학

체육학과

오응수

신청 책임교수

2. 교과목 개요
구분

교과목 개요

최근 우리사회는 청년으로서의 기백, 도전정신, 난관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의
지가 갈수록 쇠퇴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회의 부정적인 현상을 극

복하고, 미래 글로벌 인재상에 걸 맞는 좋은 정신력과 체력 및 인성을 겸비한 경
쟁력있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는 것이 본 교과목의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본 교과목은 체력증진과 함께 좋은 인성을 고취시킬 수 있

국문

는 세계의 대표적인 무도종목인 태권도, 유도, 검도를 가르치고자 한다.
유도는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맨손으로서 정교한 기술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제
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도는 서로 맞잡아 메치기, 누르기, 꺾기 등을 통하여 신
체를 단련함과 동시에 정신을 수련하는 심신 수양의 격투기이다.
유도수련을 통해 올바른 정신을 함양하는데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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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braveness, challenging sprit, and strong will of youth which can
help overcome difficulties of life have been diminish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not only overcoming the negative social phenomena,
but also helping students to shape good personality and physical strength
which lead to global leaders who possess competitiveness.

영문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course, this course is designed to teach Taekwon-do, Judo,
and Gumdo which may help to shape good personality and physical strength.
Judo defeats the other man by elaborate skills without weapon.
So Judo is Martial Arts of training body and mind through Sutemi-waza,
Osaekomi-waza, and Kansetsu-waza.
The purpose of Judo training is to develop right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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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핵심역량 설정
- 본 교과목을 수강하여 배양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설정(최대 2개 이내)
핵심
역량

친화적
인성역량

협력적
소통역량

통섭적
창의역량

선도적
지역혁신
역량

글로벌
도전역량

선택
(√)

( √ )

( )

( )

( )

( )

수행기준
ㆍ인간의 본성과 가치를 탐구하고 정신세계를 투시하여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영
위하며,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고 삶을 아름답게 영위하려는 바람직한 인성을 함
양한다.
ㆍ또한 공동체를 창의적으로 이끌어갈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 자신을 적극 개발
하는 동시에 타인의 관심과 공감을 획득하는 고도의 친화력을 배양하여 인간과
인간의 조화 및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모색한다.

ㆍ자기세계를 정확히 표현하는 자기표현능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 현대사회의 복잡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상호 협력적
인 소통의 역량을 고양한다.
ㆍ소통과 융합의 가치를 중히 여겨, 타인을 포용하고 포섭하는 덕성을 함양하며,
환경과 기계 기술 등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될 수 있는 포괄적인 소통능력
을 배양한다.

ㆍ현대사회의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폭넓게 습득하여 수용하고, 이를 다시 종횡으
로 융복합하여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통섭의 사고능력을 배양한다.
ㆍ또한 미래사회를 선도할 통섭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리더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과 능력을 총체적으로 배양한다.

ㆍ세계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속에서 우리 지역의 입지와 역할을 단단히 구축하여,
수도권과 차별화된 혁신적인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수준 높은 외국어 실력
을 갖춘 차세대 리더를 양성한다.
ㆍ이를 통해 광범위한 국제화의 네트워크 속에서 로컬리티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일조하고,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지역 연대를 통해 보편적 의제인 평화와 인권
을 도모하여 우리의 주권을 시현하는 강인한 혁신역량을 도모한다.

ㆍ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언어능력을 배양하고 적극적인 사고 및 태도를 함양하여,
궁극적으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도전하는 글로벌 인재의 양성을 추구한다.
ㆍ이를 위해 언어 이외에도 우리 문화의 특수성과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며, 국제사회에 통용될 유연하고 글로벌한 사고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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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 례
주차

수업주제

비고

1

오리엔테이션

강의. 시범

2

유도의 예의

실기

3

전방낙법, 후방낙법, 측방낙법

실기

4

전방낙법, 후방낙법, 측방낙법, 전방회전낙법

실기

5

팔방기울이기, 지웃기, 몸쓰기

실기

6

기술1(밭다리후리기) 익히기

실기

7

기술1(밭다리후리기) 메치기

실기

8

중간고사

9

기술2(발목받치기) 익히기

실기

10

기술2(발목받치기) 익히기, 메치기

실기

11

기술3(한팔업어치기) 익히기

실기

12

기술3(한팔업어치기)익히기, 메치기

실기

13

기술4(허리채기) 익히기

실기

14

기술4(허리채기) 익히기, 메치기

실기

15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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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학습목표』
유도의 이론적 기초를 이해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유도의 기원
가. 유도의 기원
1)유도의 탄생
2)유도의 발달

<그림 1-1> 고대 유술

<그림 1 -2> 유도창시자 가노지고로

2. 한국유도의 역사
가. 한국유도의 역사
3. 유도의 기술 및 경기 발달
가. 유도의 기술 분류
나. 유도의 체급 분류 및 경기 시간

<그림 1-3>

정다운선수 경기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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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학습목표』
유도의 예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다.

『학습내용』
1.도복 입는 방법
2.도복정리 방법

<그림 2-1> 띠 매는 방법

<그림2-2> 도복정리 방법

3. 유도의 예의 방법
1)서서하는 예의(Ritsu - rei, Standing Bow)
2)앉아서하는 예의((Za - rei, Kneeling Bow)
4. 유도의 기본자세
3)자연체 - 자연본체, 우자연체, 좌자연체
4)자호체 - 자호본체, 우자호체, 좌자호체
유도의 기본적인 자세는 자연체이다.
이 자연체가 기본이 되어 여러 가지 자세로 변화 한다.

6

【3주차】
『학습목표』
낙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가. 올바른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방법
2. 전방낙법
3. 후방낙법
4. 측방낙법
가. 낙법의 단계별 종류
나. 낙법의 단계별 방법

<그림3-1> 전방낙법

<그림3-2> 후방낙법

<그림3-3> 측방낙법
낙법은 상대에게 메침을 당했을 때나 자신이 넘어질 때 자신의
신체에 충격을 적게 하여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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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학습목표』
낙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전방회전낙법
가. 손과 발의 위치
나. 무릎의 각도
다. 회전력을 이용
라. 자연체

<그림4-1>장애물 낙법

<그림4-2>장애물 낙법

각각의 낙법이 기본대로 좌, 우가 바르게 습득되면
이동하면서 또는 장애물을 써서 연습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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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학습목표』
유도의 팔방기울기를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도복 잡는 방법
가. 소매 - 목 앞깃잡기, 뒷깃잡기, 등잡기
나. 양손 - 앞가슴 잡기, 소매잡기
다. 한 손만 쓰는 한쪽잡기
2. 상체기울이기
가. 팔방기울이기
나. 지웃기
다. 몸쓰기

<그림5-1> 팔방기울이기

<그림5-2> 앞으로 내딛기

<그림5-3> 앞, 옆 이어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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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차】
『학습목표』
유도의 기술(1)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맞잡기
가. 자연체 맞잡기
나. 손 기울이기
2. 밭다리후리기 스텝

<그림6-1> 우 자연체 맞잡기

<그림6-2> 좌 자연체 맞잡기

<그림6-3> 잡기의 여러 종류
바른자세로 바르게 맞잡는 것을 우선 충분히익히도록 한뒤에
자신의 신체나 기술, 상대의 자세, 맞잡기에 알맞은 손잡기의
연구와 손목도 유연하고 양팔꿈치도 가볍게 구부려 맞잡는 등
충분한 연습을 하는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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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차】
『학습목표』
유도의 기술(1) 메치기를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상대 잡고 기술(1) 메치기
가. 손의 기울이기
나. 발의 위치
다. 회전력을 이용 오금부위 후리기

<그림7-1> 밭다리후리기

<그림7-2> 밭다리후리기 발동작

<그림7-3>밭다리후리기 상체기울이기

동작이 비교적 간단하며 유효하므로 시합에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던지는데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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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차】
『학습목표』
중간 시험

『평가내용』
1. 전방회전 낙법 좌. 우
손의 각도, 발의 위치, 마무리동작(자연본체)

<그림8-1> 전방회전낙법

2. 밭다리후리기 메치기
상체기울이기, 발의 안전성, 발끝의 위치

<그림8-2> 밭다리후리기 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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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차】
『학습목표』
유도의 기술(2)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발목받치기 익히기
가. 자연체 맞잡기
나. 상체기울임
다. 발의 위치

<그림9-1> 김성민선수의 발목받치기 장면

<그림9-2> 발목받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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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차】
『학습목표』
유도의 기술(2) 메치기를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상대 잡고 기술(2) 메치기

<그림10-1> 발목받치기 메치기

왼쪽잡기에서는 왼발이 주로 쓰이는 때가 많다.
따라서 이 잡기의 기술을 거는 방법은 잡은 손을 바꾸지 않고도
걸 수 있다는 점과, 다른 기술과 연결하기 쉬운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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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차】
『학습목표』
유도의 기술(3)를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한팔업어치기 익히기
가. 한팔업어치기 스텝
나. 중심의 높이, 발의 위치
다. 손기울임

<그림11-1> 곽동한선수의 업어치기 장면

<그림11-2> 한팔업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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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차】
『학습목표』
유도의 기술(3)를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상대 잡고 기술(3) 메치기

<그림12-1> 한팔업어치기 메치기

<그림12-2> 한팔업어치기

상대의 중심이 높을수록 메치기 쉬우므로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넘어뜨리기에 가장 유효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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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차】
『학습목표』
유도의 기술(4)를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다.
.

『학습내용』
1. 허리채기 익히기
가. 자연체 맞잡기
나. 손 기울임, 중심의 높이
다. 몸의 회전력

<그림13-1> 허리채기 옆에서 본 모습

<그림13-2> 허리채기 앞에서 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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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차】
『학습목표』
유도의 기술(4)를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상대 잡고 기술(4) 메치기

<그리14-1> 허리채기 메치기

<그림14-2> 허리채기 메치기

상대가 밀어오는 힘을 이용하여 메치는 기술이다.
자연체에서 그대로 들어가며 발과 허리 무릎을 충분히
할용 할 수 있으므로 시합에서 자주 쓰이는 허리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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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차】
『학습목표』
1. 기말 시험

『평가내용』
1. 발목받치기 : 발의위치, 손 기울임

<그림15-1> 발목받치기
2. 한팔업어치기 : 중심의 높이, 안전성, 손 기울임

<그림15-2> 한팔업어치기

3. 허리채기 : 중심의 높이, 안전성, 손의 기울임, 회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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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운용계획

무도와 인성(유도) 수업 운용 계획서

항목
수업 기간
수업 목표

운 영 내 용
1-2학기 교양필수 100 %

+ 교양선택 10%

* 캠퍼스별로 종목별 교양선택 과목 10개 강좌 이상 개설가능.
현재 성인들을 위한 선호 종목은 유도(주짓수 포함), 검도, 태권도 순이며,
경찰청에서 인정하는 3가지 종목 중 하나 임.
교육을 통한 인성 및 리더십 함양/ 전교생 무도 유단자 졸업

교육 방법

무도와 인성교육, 무도수련과 리더십 교육
실기지도를 통한 승급 및 승단 심사 제공
동아대학교 내 자체심사(협회관계자 1인, 동아대 관계자 1인)

심사 방법

1회 최대한 200명 심사 가능. (연 20회 승급 및 승단 심사)
*각 학기 수업 중 자체 심사 후 협회에 신청한다.
*탈락되면 2시간 보강 후 후속 심사기간에 재심사
승급 및 승단 심사비 합계 약 10만원

심사비

협회 납입비와 심사위원 심사비 등 실비 제외한 추가 수입 예상
1인당 평균 약 4만 원 정도의 수입 예상 (4만원 * 2,000 명)
총 8천만 원 수입 예상

단증 취득
수업 필요
장비
및 장비확보
계획

1학기 중간고사에서 1급 시험, 기말고사 수련 중 1단 신청
* 1학기 수강과 승단심사 후 대한 검도회 1단 취득
* 도복 및 두건은 개인이 구입하거나 대여하도록 유도.
* 죽도와 보호 장비는 심사비를 통한 수입으로 구입
죽도 150개 * 3만원 = 450만원
보호 장비 150개 필요 * 50만원 = 7,500 만원
(연간 50개씩 확보 시) * 50만원 = 2,500 만원
* 심사비를 통한 추가수입으로 필요장비 자체 조달 가능.
* 전담강의요원 확보 : 한 학기 12학점 이상 수업 가능한 2명

필수
인적 자원

* 전담근로 조교 : 1-2 명
* 업무 : 종목별 약 1,500명의 원활한 행정 관리
심사관련 행정업무와 장비 확보 및 보관과 유지업무
검도 장비 보관을 위한 보관함과 탈의실 사물함 관리

필요 예산
확보

* 필요예산 전부를 자체 충당 가능(내용은 차후 보고)
* 타 학교의 경우 필요예산 자체 심사비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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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안전 사고 예방 지침

『안전사고 예방 지침』
1. 수업 내용 측면
가. 철저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 추위에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켜 줌으로서 부상을 예방
나. 학생전원 개인 스파링 금지
- 이전 시간에 배운 것 개별적으로 연습하는 것 금지
(지도자 없이 심각한 부상을 예방)
다. 운동에 적합한 복장 요구
1) 부적절한 복장 착용으로 인한 기술구사 상해 방지
2) 일반 트레이닝 복이나 평상복의 손상을 주지시킨다..
라. 수준별 반편성
1) 학생들의 체력과 운동 실력에 맞춰 반을 편성
2) 편성된 반의 성별에 맞는 연습 파트너 지정
3) 수업 진행은 매트 가장자리에서 실시
사. 무리한 수업 진행 지양

사고발생

→

의무실내원
(학교의무실)

의료기관 치료

→

(현지 또는
본인희망의료기관)

유도장내 사고 발생 시 치료비 보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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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