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1주 2주 3주 4주

3월

축구 패스와 킥의 다양성

(인사이드패스.아웃사이드패스.

인스탭패스.힐패스.인프런트 

킥.아웃프런트 킥 인스텝 킥)

패스게임

축구 드리블의 다양성

(인사이드.아웃사이드.인아웃.

시저스 V자 드리블. 미니게임)

축구 바디 밸런스 

(사이드스텝.투스텝.백스텝.점

프.피칭.대시.스프린트 시합

전술 및 포지션 이해

(포지션별 플레이 이해 

부분전술 전체적인 전술이해 

큰게임 

4월

축구 패스와 킥의 다양성

(인사이드패스.아웃사이드패스.

인스탭패스.힐패스.인프런트 

킥.아웃프런트 킥 인스텝 킥)

패스게임

축구 드리블의 다양성

(인사이드.아웃사이드.인아웃.

시저스 V자드리블. 미니게임)

축구 바디 밸런스 

(사이드스텝.투스텝.백스텝.점

프.피칭.대시.스프린트 시합

전술 및 포지션 이해

(포지션별 플레이 이해 

부분전술 전체적인 전술이해 

큰게임 

5월

축구 패스와 킥의 다양성

(인사이드패스.아웃사이드패스.

인스탭패스.힐패스.인프런트 

킥.아웃프런트 킥 인스텝 킥)

패스게임

축구 드리블의 다양성

(인사이드.아웃사이드.인아웃.

시저스 V자드리블. 미니게임)

축구 바디 밸런스 

(사이드스텝.투스텝.백스텝.점

프.피칭.대시.스프린트 시합

전술 및 포지션 이해

(포지션별 플레이 이해 

부분전술 전체적인 전술이해 

큰게임 

6월

축구 패스와 킥의 다양성

(인사이드패스.아웃사이드패스.

인스탭패스.힐패스.인프런트 

킥.아웃프런트 킥 인스텝 킥)

패스게임

축구 드리블의 다양성

(인사이드.아웃사이드.인아웃.

시저스 V자드리블. 미니게임)

축구 바디 밸런스 

(사이드스텝.투스텝.백스텝.점

프.피칭.대시.스프린트 시합

전술 및 포지션 이해

(포지션별 플레이 이해 

부분전술 전체적인 전술이해 

큰게임 

7월

축구 패스와 킥의 다양성

(인사이드패스.아웃사이드패스.

인스탭패스.힐패스.인프런트 

킥.아웃프런트 킥 인스텝 킥)

패스게임

축구 드리블의 다양성

(인사이드.아웃사이드.인아웃.

시저스 V자드리블. 미니게임)

축구 바디 밸런스 

(사이드스텝.투스텝.백스텝.점

프.피칭.대시.스프린트 시합

전술 및 포지션 이해

(포지션별 플레이 이해 

부분전술 전체적인 전술이해 

큰게임 

8월

축구 패스와 킥의 다양성

(인사이드패스.아웃사이드패스.

인스탭패스.힐패스.인프런트 

킥.아웃프런트 킥 인스텝 킥)

패스게임

축구 드리블의 다양성

(인사이드.아웃사이드.인아웃.

시저스 V자드리블. 미니게임)

축구 바디 밸런스 

(사이드스텝.투스텝.백스텝.점

프.피칭.대시.스프린트 시합

전술 및 포지션 이해

(포지션별 플레이 이해 

부분전술 전체적인 전술이해 

큰게임 

9월

축구 패스와 킥의 다양성

(인사이드패스.아웃사이드패스.

인스탭패스.힐패스.인프런트 

킥.아웃프런트 킥 인스텝 킥)

패스게임

축구 드리블의 다양성

(인사이드.아웃사이드.인아웃.

시저스 V자드리블. 미니게임)

축구 바디 밸런스 

(사이드스텝.투스텝.백스텝.점

프.피칭.대시.스프린트 시합

전술 및 포지션 이해

(포지션별 플레이 이해 

부분전술 전체적인 전술이해 

큰게임 

10월

축구 패스와 킥의 다양성

(인사이드패스.아웃사이드패스.

인스탭패스.힐패스.인프런트 

킥.아웃프런트 킥 인스텝 킥)

패스게임

축구 드리블의 다양성

(인사이드.아웃사이드.인아웃.

시저스 V자드리블. 미니게임)

축구 바디 밸런스 

(사이드스텝.투스텝.백스텝.점

프.피칭.대시.스프린트 시합

전술 및 포지션 이해

(포지션별 플레이 이해 

부분전술 전체적인 전술이해 

큰게임 

11월

축구 패스와 킥의 다양성

(인사이드패스.아웃사이드패스.

인스탭패스.힐패스.인프런트 

킥.아웃프런트 킥 인스텝 킥)

패스게임

축구 드리블의 다양성

(인사이드.아웃사이드.인아웃.

시저스 V자드리블. 미니게임)

축구 바디 밸런스 

(사이드스텝.투스텝.백스텝.점

프.피칭.대시.스프린트 시합

전술 및 포지션 이해

(포지션별 플레이 이해 

부분전술 전체적인 전술이해 

큰게임 

12월

축구 패스와 킥의 다양성

(인사이드패스.아웃사이드패스.

인스탭패스.힐패스.인프런트 

킥.아웃프런트 킥 인스텝 킥)

패스게임

축구 드리블의 다양성

(인사이드.아웃사이드.인아웃.

시저스 V자드리블. 미니게임)

축구 바디 밸런스 

(사이드스텝.투스텝.백스텝.점

프.피칭.대시.스프린트 시합

전술 및 포지션 이해

(포지션별 플레이 이해 

부분전술 전체적인 전술이해 

큰게임 

1월

축구 패스와 킥의 다양성

(인사이드패스.아웃사이드패스.

인스탭패스.힐패스.인프런트 

킥.아웃프런트 킥 인스텝 킥)

패스게임

축구 드리블의 다양성

(인사이드.아웃사이드.인아웃.

시저스 V자드리블. 미니게임)

축구 바디 밸런스 

(사이드스텝.투스텝.백스텝.점

프.피칭.대시.스프린트 시합

전술 및 포지션 이해

(포지션별 플레이 이해 

부분전술 전체적인 전술이해 

큰게임 

※ 수준별/반별로 연간지도서를 작성해야함

2022학년도 연간 지도 계획서

   강좌명:     축구                                                성곡초등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