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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목명 호신술 학 점 3 교·강사명

강의시간 5시간 이론 / 실습 이론+실습 전화번호

학습목표

1. 호신술 용어의 정의와 수 기술, 방어와 공격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학습 전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숙지시킨다. 

2. 호신술의 원리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고 호신 동작별 훈련방법에 대한 정확한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호신술의 동작 응용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꺾기, 차기, 넘기기를 활용한 동작별 실전방어능력을 배양하여 생활호신술로  

  활용적용 할 수 있는 기능을 습득시킨다.

4. 무도별 동작의 특이성을 활용한 실전 호신능력 배양을 통해 일상에서 적용 할 수 있도록 숙달 시킨다.  

교재 및 참고문헌

주교재 : 호신술의 완성(성폭력 예방과 퇴치법 체포술) / 동국대학교출판부 / 반종진 / 2018

부교재 : 생활 속 범죄예방 강의와 실용호신술 / 대경북스 / 정균근, 김한중, 조봉오, 최수호, 공저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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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차 차시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1

1

1. 강의주제: 오리엔테이션 및 호신술 개념의 

이해

2. 강의목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본 과목에 

대한 이해와 학습계획 및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호신술 과목 소개, 2) 

호신술의 개념 이해, 3) 호신술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학습한다.

4. 강의 방법: 강의 및 전자 교탁 ppt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서론

1)호신술의 개념, 정의 효과, 

원리 

p11~14

강의계획서, PPT 자료

주교재

2

1. 강의주제: 팔을 펴서 잡았을 때

2. 강의목표: 관절구의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팔꿈치 누르고 손목 

꺾기 (!) 상대가 멱살을 잡고 밀어붙일 때는 

그의 힘을 역이용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1)멱살을 잡았을 때  p 16~19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3

1. 강의주제: 팔 비틀고 손목 눌러 꺾기

2. 강의목표: 꺾기의 수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상체를 세우고 체중을 

실어 수직으로 누르고, 반대로 한 발을 앞에 

내딛고 꺾을 수도 있도록 동작을 익혀본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1)멱살을 잡았을 때  p 20~21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4

1. 강의주제: 팔을 당겨 잡았을 때

2. 강의목표: 젖혀 꺾기의 그립과 스텐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엄지손가락 젖혀 꺾기 

(1) 엄지손가락 바깥쪽으로 나사를 조이듯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1)멱살을 잡았을 때  p 22~25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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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젖히며 동작을 익혀본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5

1. 강의주제: 손등 눌러 꺾기

2. 강의목표: 꺾기의 기본 동작을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 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양팔로 당겨 잡았을 때, 

(1) 상대손등을 가슴에 대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손등을 누르는 동작을 익혀본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1)멱살을 잡았을 때  p 26~28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2

1

1. 강의주제: 손목을 잡았을 때

2. 강의목표: 손목 빼기의 기본 동작을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손목 감아 빼기, (1) 

손에 힘을 주고 손바닥을 펴면서 손끝을 위로 

세워 상대 손목을 감아 돌리면서 잡힌 손목을 

빼는 동작을 익혀본다.

4. 강의 방법: 강의 및 전자 교탁 ppt, 동영상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2)손목을 잡았을 때 

p29~30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2

1. 강의주제: 손목 틀어 빼기

2. 강의목표: 손목 빼기의 기본 동작을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맞은쪽 손목을 잡혔을 

때 기술 1

(1) 손목을 틀 때 그 부위가 팽창되면서 상대 

손 틈이 벌어지면 그 틈 사이로 손목의 엷은 

부위부터 빼내는 원리를 익혀본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2)손목을 잡았을 때

p31~32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3

1. 강의주제: 손목 틀어 빼기

2. 강의목표: 손목 빼기의 기본 동작을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맞은쪽 손목을 잡혔을 

때 기술 2

(1 )몸과 함께 원을 그리듯 탄력적으로 팔을 

당겨서 손목을 빼는 원리를 익혀본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2)손목을 잡았을 때

p33~34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4

1. 강의주제: 손목 세로로 눌러 꺾기

2. 강의목표: 손목 꺾기의 기본 동작을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상대 왼손으로 내 오른 

손목을 잡았을 때 

(1) 상대 손을 내 몸에 대고 누르면 더욱 

가중되는 원리를 익혀본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2)손목을 잡았을 때

p37~39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5

1. 강의주제: 발차고 팔 비틀어 꺾기

2. 강의목표: 손목 꺾기의 기본 동작을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상대 오른손이 내 오른 

손목을 잡았을 때 

(1) 기술의 연속성과 민첩성이 매치될 때 더 

위력적으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원리를 

익혀본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2)손목을 잡았을 때

p40~41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3 1

1. 강의주제: 손을 잡았을 때

2. 강의목표: 엄지 꺾고 손목 틀기 기술을 

이해하고 정확한 동작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1) 손목 틀어 꺾기 호신술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3)손을 잡았을 때

p42~44

강의계획서, PPT 자료

관련 영상 (자체: 무기술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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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을 이해하도록 학습한다.

4. 강의 방법: 강의 및 전자교탁 ppt, 동영상

             이론 및 실습

2

1. 강의주제: 앞에서 오른손을 잡았을 때

2. 강의목표: 손목 틀기의 기본 동작을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 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엄지 꺾고 손목 틀기

(1) 잡힌 쪽 엄지손가락을 옆으로 젖혀 상대의 

엄지 관절을 십자로 누르는 동작 원리를 

익혀본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3)손을 잡았을 때

p42~44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3

1. 강의주제: 앞에서 오른손을 잡았을 때

2. 강의목표: 손목 틀기의 기본 동작을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엄지 꺾고 손목 틀기

(1) 오른발을 뒤로 빼면서 상대 손을 당기고 

왼손으로 그의 손날을 잡는 원리를 익혀본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3)손을 잡았을 때

p42~44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4

1. 강의주제: 앞에서 오른손을 잡았을 때

2. 강의목표: 손목 틀기의 기본 동작을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 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엄지 꺾고 손목 틀기

(1) 오른발을 뒤로 빼면서 상대 손을 당기고 

왼손으로 그의 손날을 잡는 원리를 익혀본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3)손을 잡았을 때

p42~44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5

1. 강의주제: 앞에서 오른손을 잡았을 때

2. 강의목표: 손목 틀기의 기본 동작을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엄지 꺾고 손목 틀기

(1)오른손으로 상대 손등을 잡고 왼발을 뒤로 

빼면서 손목을 틀어 꺾는 원리를 익혀본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3)손을 잡았을 때

p42~44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4

1

1. 강의주제: 어깨를 잡았을 때

2. 강의목표: 팔 끼고 손목 꺾기 기술을 

이해하고 정확한 동작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1) 손목 꺾기 호신술 

동작을 이해하도록 학습한다.

4. 강의 방법: 강의 및 전자교탁 ppt, 동영상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4)어깨를 잡았을 때

p45~47

강의계획서, PPT 자료

관련 영상 (자체: 호신술의 실제)

*과제 제시: 호신술에 정의 및 

필요성과 무도별 장단점을 

비교하시오 

2

1. 강의주제: 어깨를 잡았을 때

2. 강의목표: 팔 끼고 손목 꺾기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1) 팔끼고 손목 꺾기. (1) 

양손으로 어깨를 잡은 상대 손목을 잡는 

동작을 익혀본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4)어깨를 잡았을 때

p45~47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3

1. 강의주제: 어깨를 잡았을 때

2. 강의목표: 팔 끼고 손목 꺾기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팔끼고 손목 꺾기. (2) 

오른발을 시계방향으로 이동, 몸을 우측으로 

90도 틀면서 상대 팔을 왼쪽 겨드랑이에 

끼어본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4)어깨를 잡았을 때

p45~47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4 1. 강의주제: 어깨를 잡았을 때 주교재 PART 01.호신술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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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목표: 팔 끼고 손목 꺾기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 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팔끼고 손목 꺾기. (3) 

체중을 실어 팔꿈치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그 

손목을 세로로 눌러 꺾는 동작을 익혀본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1. 방어능력(기술)

4)어깨를 잡았을 때

p45~47

실습장 

5

1. 강의주제: 어깨를 잡았을 때

2. 강의목표: 팔 끼고 손목 꺾기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1) 팔끼고 손목 꺾기. 

(4)오른발이 안으로 들어가며 오른손으로 상대 

오른 팔굽을 잡고 어깨걸어 넘기는 동작을 

익혀본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 쪽지 시험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4)어깨를 잡았을 때

p45~47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쪽지 시험: 호신술 유형 손목 수 

20가지의 정확한 명칭을 쓰시오.

5

1

1. 강의주제: 팔을 잡았을 때

2. 강의목표: 팔 밀어젖히기 기술을 이해하고 

정확한 동작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1) 밀어젖히기 호신술 

동작을 이해하도록 학습한다.

4. 강의 방법: 강의 및 전자 교탁 ppt, 동영상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5)팔을 잡았을 때

p48~49

강의계획서, PPT 자료

관련 영상 (유튜브: 특공무술의 

실제)

2

1. 강의주제: 팔을 잡았을 때

2. 강의목표: 팔 끼고 손목 꺾기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 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팔밀어 젖히기.(1) 

잡힌쪽의 팔과 손을 펴서 위로 세운다.(2) 

팔을 옆으로 젖혀 상대 팔 바깥쪽을 막는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5)팔을 잡았을 때

p48~49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3

1. 강의주제: 팔을 잡았을 때

2. 강의목표: 팔 끼고 손목 꺾기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1) 팔끼고 손목 꺾기. (3) 

팔을 안쪽으로 밀어젖혀 손을 떼 낸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5)팔을 잡았을 때

p48~49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4

1. 강의주제: 팔을 잡았을 때

2. 강의목표: 팔 끼고 손목 꺾기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2) 팔 빼내고 팔 비틀기. 

(1) 잡힌팔을 수직으로 세우며 오른손은 그의 

손목을 잡는다.(2) 왼팔로 상대팔을 감아 

젖히며 오른손을 당겨 팔을 뺀다 .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5)팔을 잡았을 때

p50~51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5

1. 강의주제: 팔을 잡았을 때

2. 강의목표: 팔 끼고 손목 꺾기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 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2) 팔 빼내고 팔 비틀기. 

(3) 왼발로 상대 앞을 막고 왼팔로 그 팔을 

겨드랑이에 낀다.(4) 상대팔을 왼쪽으로 

비틀어 지렛대 원리로 꺾는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5)팔을 잡았을 때

p50~51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6 1

1. 강의주제: 팔짱을 끼었을 때

2. 강의목표: 팔 끼고 손목 꺾기 기술을 

이해하고 정확한 동작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1) 손목 꺾기 호신술 

동작을 이해하도록 학습한다.

4. 강의 방법: 강의 및 전자 교탁 ppt, 동영상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6)팔짱을 끼었을 때

p52~57

강의계획서, PPT 자료

관련 영상 (유튜브: 무에타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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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 및 실습

2

1. 강의주제: 팔짱을 끼었을 때

2. 강의목표: 팔 끼고 손목 꺾기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 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뒤돌아 손등 누르기. 

(1) 팔장을 끼인 반대쪽 손으로 상대 손목을 

잡아당겨 팔짱을 푼다(2) 풀려난 손으로 

상대의 손 안쪽 부위를 맞잡는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6)팔짱을 끼었을 때

p52~55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3

1. 강의주제: 팔짱을 끼었을 때

2. 강의목표: 팔 끼고 손목 꺾기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 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1)뒤돌아 손등 누르기. (3) 

왼발을 오른발 앞에 딛고 오른발을 시계 

방향으로, 몸이 180도 회전한다.(4) 상대팔을 

직각으로 유지하며 손등을 눌러 팔꿈치와 

동시에 꺾는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6)팔짱을 끼었을 때

p52~55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4

1. 강의주제: 팔짱을 끼었을 때

2. 강의목표: 팔 끼고 손목 꺾기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2) 옆에서 손등 누르기. 

(1) 팔짱을 낀 상대 손목을 반대쪽 손으로 

잡아당겨 팔을 뺀다.(2) 빠진 손을 상대 팔 

밑으로 받쳐 올려 그의 손등 위에 얹는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6)팔짱을 끼었을 때

p56~57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5

1. 강의주제: 팔짱을 끼었을 때

2. 강의목표: 팔 끼고 손목 꺾기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2) 옆에서 손등 누르기. 

(3) 반대쪽 손을 같은 부위에 얹어 양손으로 

손목을 눌러 꺾는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6)팔짱을 끼었을 때

p56~57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7

1 중간고사 - -

2 중간고사 - -

3 중간고사 - -

4 중간고사 - -

5 중간고사 - - 

8

1

1. 강의주제: 벨트(혁대)를 잡혔을 때

2. 강의목표: 팔꿈치 올려 꺾기 기술을 

이해하고 정확한 동작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1) 팔꿈치 올려 꺾기 

호신술 동작을 이해하도록 학습한다.

4. 강의 방법: 강의 및 전자교탁 ppt, 동영상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7)벨트(혁대)를 잡았을 때

p58~63

강의계획서, PPT 자료

관련 영상 (자체: 검도의 실제)

2

1. 강의주제: 벨트(혁대)를 잡혔을 때

2. 강의목표: 손등이 아래쪽으로 잡았을 때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팔꿈치 올려 꺾기 (1) 

왼손은 상대의 손목을, 오른손은 그 팔목을 

잡는다(2) 한 발을 앞으로 내딛고 양손을 모아 

팔꿈치를 잡는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7)벨트(혁대)를 잡았을 때

p58~60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3 1. 강의주제: 벨트(혁대)를 잡혔을 때 주교재 PART 01.호신술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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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목표: 손등이 아래쪽으로 잡았을 때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1) 팔꿈치 올려 꺾기 (3) 

복부를 앞으로 내밀며 팔꿈치를 위로 올려서 

꺾는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1. 방어능력(기술)

7)벨트(혁대)를 잡았을 때

p58~60

실습장 

4

1. 강의주제: 벨트(혁대)를 잡혔을 때

2. 강의목표: 손등이 위쪽으로 잡았을 때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2) 손목 세로로 틀어 

꺾기(1) 왼손은 상대 손목을 잡고, 오른손은 

주먹 아래를 잡는다.(2) 오른발을 뒤로 빼면서 

상대 팔을 끌어당긴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7)벨트(혁대)를 잡았을 때

p61~63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5

1. 강의주제: 벨트(혁대)를 잡혔을 때

2. 강의목표: 손등이 위쪽으로 잡았을 때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2) 손목 세로로 틀어 

꺾기 (3) 오른발을 시계방향으로 이동, 몸을 

우측방향으로 틀면서 왼손으로 상대 손목을 

앞으로 감아 비튼다 (4) 세로로 틀어진 상대 

손목을 오른손으로 쳐들면서 왼손으로 손목을 

눌러 꺾는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7)벨트(혁대)를 잡았을 때

p61~63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9

1

1. 강의주제: 앞에서 껴안을 때

2. 강의목표: 머리 틀기 기술을 이해하고 

정확한 동작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1) 머리 틀기 호신술 

동작을 이해하도록 학습한다.

4. 강의 방법: 강의 및 전자 교탁 ppt, 동영상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8)앞에서 껴안을 때

p64~69

리포트제출 

관련 영상 (자체: 태권도의 실제)

2

1. 강의주제:  앞에서 껴안을 때

2. 강의목표: 머리 틀기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머리 틀기 (1) 왼손은 

상대 머리 정수 부위를 잡고 오른손은 턱을 

잡는다. (2) 왼손으로 머리를 당기면서 

오른손은 턱을 위로 밀어 대각선으로 튼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8)앞에서 껴안을 때

p64~66

토론(학생들 간의 관심 있는 

무도에 따른 트레이닝 일일 

계획을 비롯한 조기화 프로그램, 

생활 스포츠강사 시험을 대비한 

자세 등 관련된 발표)

3

1. 강의주제: 앞에서 껴안을 때

2. 강의목표: 머리 틀기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1) 머리 틀기 (3) 머리를 튼 

상태를 유지하며 오른발을 축으로, 왼발을 

뒤로 역회전한다.(4) 상대의 경골이 

제압되면서 넘어질 때까지 동작을 멈추지 

않는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8)앞에서 껴안을 때

p64~66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4

1. 강의주제:  앞에서 껴안을 때

2. 강의목표: 머리 틀기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팔 어깨에 대고 꺾기 

(1) 양어깨를 수평으로 올림과 동시에 몸을 

낮춰 껴안긴 몸을 뺀다.(2)오른팔을 올려 상대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8)앞에서 껴안을 때

p67~69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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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바깥쪽을 막고 왼손은 그 팔 위쪽을 

잡는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5

1. 강의주제:  앞에서 껴안을 때

2. 강의목표: 머리 틀기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팔 어깨에 대고 꺾기 

(1) 왼발을 역회전, 상대방을 밀고 돌아 몸을 

좌측 방향으로 튼다. (4) 왼손으로 자신의 

손목이나 상대 팔을 잡고 어깨에 대어 당겨 

꺾는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8)앞에서 껴안을 때

p67~69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10

1

1. 강의주제: 뒤에서 껴안을 때

2. 강의목표: 손가락 젖혀 꺾기 기술을 

이해하고 정확한 동작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1) 손가락 젖혀 꺾기 

호신술 동작을 이해하도록 학습한다.

4. 강의 방법: 강의 및 전자교탁 ppt, 동영상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9)뒤에서 껴안을 때

p70~76

관련 영상 (자체: 유도의 실제)

2

1. 강의주제: 뒤에서 껴안을 때

2. 강의목표: 손가락 젖혀 꺾기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손가락 젖혀 꺾기 (1) 

왼손으로 상대 손등을 잡고 오른손 무지구를 

그의 중지에 밀착한다.(2) 손가락을 밀어젖혀 

깍지를 풀고 왼손으로 잡는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9)뒤에서 껴안을 때

p70~73

토론(회전술과 업어치기 

기술사용을 위한 근력 강화를 

위한 트레이닝 방법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 등과 같은 방법론, 

부위에 따른 트레이닝 일일 

계획을 발표)

3

1. 강의주제: 뒤에서 껴안을 때

2. 강의목표: 손가락 젖혀 꺾기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팔끼고 손목 꺾기. (3) 

오른발을 앞으로 내디디며 오른손으로 그 

손목을 잡는다. (4) 왼발을 뒤로, 몸을 180도 

회전하여 손목을 당기며 손가락을 뒤로 

젖힌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9)뒤에서 껴안을 때

p70~73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4

1. 강의주제: 뒤에서 껴안을 때

2. 강의목표: 손목 비틀어 꺾기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2) 손목 비틀어 꺾기. (1) 

오른손은 상대 왼쪽 손날 부위를 잡는다.(2) 

왼손은 그의 엄지 부위를 잡는다.(3) 잡은 

손을 틀어 손목을 뺀다.

뒤로 젖힌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9)뒤에서 껴안을 때

p74~76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5

1. 강의주제: 뒤에서 껴안을 때

2. 강의목표: 손목 비틀어 꺾기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2) 손목 비틀어 꺾기. (4) 

왼쪽 겨드랑이에 상대 팔을 끼고 오른손을 

잡는다.(5) 양손으로 상대 손등을 잡고 

안쪽으로 비틀면서 손목을 당겨 꺾는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9)뒤에서 껴안을 때

p74~76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11 1

1. 강의주제: 뒤에서. 옆에서 껴안을 때

2. 강의목표: 뒷다리 막고 넘기기 기술을 

이해하고 정확한 동작을 숙지할 수 있도록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9)뒤에서 옆에서 껴안을 때

강의계획서, PPT 자료

관련 영상 (자체: 합기도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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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1) 뒷다리 막고 넘기기 

호신술 동작을 이해하도록 학습한다.

4. 강의 방법: 강의 및 전자 교탁 ppt, 동영상

             이론 및 실습

p77~82

2

1. 강의주제: 뒤에서 껴안을 때

2. 강의목표: 뒷다리 막고 넘기기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3) 뒷다리 막고 넘기기. (1 

) 양어깨를 위로 올리면서 무릎을 낮춰 

상대로부터 몸을 뺀다.(2) 오른손으로 상대 

우측 대퇴부를 잡고 왼발을 옆으로 이동한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9)뒤에서 껴안을 때

p77~79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3

1. 강의주제: 뒤에서 껴안을 때

2. 강의목표: 뒷다리 막고 넘기기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3 ) 뒷다리 막고 넘기기.  

(3 ) 오른발을 상대 뒤로 넘겨 그의 양다리를 

완전히 막는다.(4) 팔과 어깨 등 상체의 힘을 

가하여 상대를 뒤로 넘긴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1. 방어능력(기술)

9)뒤에서 껴안을 때

p77~79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4

1. 강의주제: 옆에서 껴안을 때

2. 강의목표: 허리 안아 메치기.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허리 안아 메치기. (1 

)오른팔을 상대 팔 밑으로 깊이 넣어 허리 

또는 등 부위를 잡는다.(2)왼손은 상대 오른팔 

상단을 잡고 양발을 상대 발 안쪽에 딛는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10)옆에서 껴안을 때

p80~82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5

1. 강의주제: 옆에서 껴안을 때

2. 강의목표: 허리 안아 메치기.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1) 허리 안아 메치기. (3) 

양팔로 상체를 끌어당겨 자신의 등에 바짝 

붙이고 무릎을 낮춘다.(4 )무릎 반동을 이용 

상대를 메친 후 그의 팔을 잡고 가로로 

눕는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 쪽지 시험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10)옆에서 껴안을 때

p80~82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쪽지 시험 : 호신술 기본 술기를 

차례대로 나열하시오.

12

1

1. 강의주제: 옆에서 껴안을 때

2. 강의목표: 허리 안아 메치기.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허리 안아 메치기. 

호신술 동작을 이해하도록 학습한다.

4. 강의 방법: 강의 및 전자 교탁 ppt, 동영상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10)옆에서 껴안을 때

p80~82

강의계획서, PPT 자료

빔 프로젝트

[조별 토론 학습]

*주제: 술기를 중심으로 

    제압향상 방안

2

1. 강의주제: 옆에서 껴안을 때

2. 강의목표: 허리 안아 메치기.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허리 안아 메치기. (5) 

엉덩이를 상대 몸에 바짝 붙이고 팔꿈치를 

하복부에 올린다.(6) 엉덩이를 위로 쳐들면서 

양손으로 손목을 잡고 당겨 팔을 꺾는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10)옆에서 껴안을 때

p80~82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3

1. 강의주제:  발차기로 공격할 때

2. 강의목표: 다리 잡고 안다리 걸기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할 수 있다.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11)발차기로 공격할 때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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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 세부내용 : 1) 다리 잡고 안다리 걸기. 

(1) 오른발을 앞에 내딛고 왼팔을 상대 다리 

안쪽을 막으며 몸을 10시 방향으로 튼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p83~85

4

1. 강의주제:  발차기로 공격할 때

2. 강의목표: 다리 잡고 안다리 걸기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다리 잡고 안다리 걸기.  

(2) 동시에 막은 팔을 돌려 다리를 받쳐 잡고 

오른손은 그 위부위를 잡는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11)발차기로 공격할 때85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5

1. 강의주제:  발차기로 공격할 때

2. 강의목표: 다리 잡고 안다리 걸기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다리 잡고 안다리 걸기. 

(3) 몸을 상대 앞으로 가까이 전진하여 

.오른쪽 다리로 상대의 안다리를 걸어 메친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방어능력(기술)

11)발차기로 공격할 때

p83~85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대301호)

13

1

1. 강의주제: 흉기로 공격할 때

2. 강의목표: 칼(흉기) 공격의 유형 기술을 

이해하고 정확한 동작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1) 칼(흉기) 공격의 유형 

호신술 동작을 이해하도록 학습한다.

4. 강의 방법: 강의 및 전자교탁 ppt, 동영상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12)흉기로 공격할 때

p86~93

강의계획서, PPT 자료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흉기로 공격할 때

2. 강의목표: 위에서 내리 찌를 때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팔 끼고 손목 꺾기. (1) 

오른발을 앞에 내디디며 몸을 우측으로 

피하면서 왼팔로 상대 팔을 막는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12)흉기로 공격할 때

p86~89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발차기와 낙법 측정]

3

1. 강의주제: 흉기로 공격할 때

2. 강의목표: 위에서 내리 찌를 때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팔 끼고 손목 꺾기. (2) 

동시에 양손으로 그의 손목을 잡는다.(이때 

몸은 좌측 9시 방향으로 튼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12)흉기로 공격할 때

p83~89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4

1. 강의주제: 흉기로 공격할 때

2. 강의목표: 복부를 찌를 때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밭다리 걸어 메치기. 

(1) 몸을 왼쪽으로 피하면서 왼팔 팔등으로 

상대 팔을 막는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12)흉기로 공격할 때

p90~93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5

1. 강의주제: 흉기로 공격할 때

2. 강의목표: 복부를 찌를 때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 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밭다리 걸어 메치기. (1 

)오른발로 상대 밭다리를 걸어 메친 후 

곁누르기로 누르면서 상대 팔을 대퇴부에 

대고 눌러 주관절을 꺾는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1.호신술

1. 방어능력(기술)

12)흉기로 공격할 때

p90~93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기초체력 테스트

14 1
1. 강의주제: 체포술의 개념 및 정의 요령

2. 강의목표: 체포술에 요령 기술을 이해하고 

주교재 PART 

02. 체포술

강의계획서, PPT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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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동작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1) 체포술에 대한 

전반적인 호신술 동작을 이해하도록 

학습한다. 

4. 강의 방법: 강의 및 전자교탁 ppt, 동영상

             이론 및 실습

기술

13)상대 앞, 옆, 뒤에서 체포할 

때

p163~198

관련 영상 (유튜브: 실전 호신술)

2

1. 강의주제: 상대 앞에서 체포할 때

2. 강의목표: 팔 옆으로 틀고 손목 꺾기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팔 옆으로 틀고 손목 

꺾기. (1) 팔의 각도를 유지하여 아래로 

낮출수록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지며, 실내, 

기내, 차내 같은 좁은 공간에서 피의자를 

제압할 때 적합한 기술이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2. 체포술

기술

13)상대 앞에서 체포할 때

p170~172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3

1. 강의주제: 상대 앞에서 체포할 때

2. 강의목표: 팔 틀어 뒤로 손목 꺾기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팔 틀어 뒤로 손목 

꺾기. 3) 등 뒤로 손등 밀어 꺾기. 4) 휘돌아 

팔 비틀어 꺾기. 5) 양 손가락 젖혀 꺾기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2. 체포술

기술

13)상대 앞에서 체포할 때

p173~184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4

1. 강의주제: 상대 옆에서 체포할 때

2. 강의목표: 뒤로 손등 눌러 꺾기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뒤로 손등 눌러 꺾기. 

2) 팔짱 끼고 손목 꺾기. 3) 팔 뒤로 틀어 

손목 눌러 꺾기.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2. 체포술

기술

13)상대 옆에서 체포할 때

p185~193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5

1. 강의주제: 상대 뒤에서 체포할 때

2. 강의목표: 뒤로 양팔 잡고 목조르기 동작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1) 뒤로 양팔 잡고 

목조르기. (1) 상대 뒤쪽에서 양팔을 감아 

끼고 상대 두 팔을 당겨 한 손으로 잡고 반대 

손으로 상대 어깨를 잡고 오금을 눌러 뒤로 

젖혀 체포한다. 

4. 강의 방법: 이론 및 실습

주교재 PART 

02. 체포술

기술

13)상대 뒤에서 체포할 때

p194~198

학습자료 유인물(자체 제작)

실습장 

15

1 기말고사 - -

2 기말고사 - -

3 기말고사 - -

4 기말고사 - -

5 기말고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