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t 18 킨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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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모든 운동감각을 동원한 공유, 주체, 창조의 경기이다.

「킨볼」은 15m-15ｍ에서 21m-21m까지의 정사각형 코트를 사용한다.(사정에 따라서

는 직사각형 경기장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좁은 공간에서 라인을 설치하고 안전구역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벽에 닿는 것을 아웃으로 하여 경기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체력을 감

안하여 경기장 크기를 정할 수 있다.) 1팀 4명, 3팀(핑크, 그레이, 블랙)이 약 1kg의 중량

과 직경 122㎝의 애드벌룬을 서버 하여 그 볼을 리시버 하는 경기이다. 이 애드벌룬은 체

공시간이 길고 서버에 따라서는 볼을 휘게 하거나 떨어지게 할 수도 있다. 

1984년 캐나다의 체육학자인 마리오 두마라는 사람이 고안하였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규칙은 누구나가 쉽게 즐길 수 있는 뉴스포츠로 1988년에 다시 제정되었다.

2. 용구

에드벌룬볼, 조끼 3종류, 득점판 3팀 게시용, 스톱워치

3. 코트

15m-15ｍ에서 21m-21ｍ의 정사각형 코트를 사용한다. 벽면을 이용하여도 무방하다. 

4. 경기방법

１팀의 최 인원수는 12명, 경기는 1팀 4명, 3팀 12명으로 경기를 한다.

교 는 서버나 리시버를 실패하거나 반칙을 했을 경우에 코치가 하게 할 수 있는데 횟수

는 몇 번이라도 상관없다. 

1) 서버

① 손이나 팔로 볼을 타격하는 것으로 서브라 한다.

② 같은 편의 인원 전부가 서브 순간 볼을 움직이면 안된다. 한사람의 한손이라도 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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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떨어지면 반칙이다.

③ 1인의 플레이어가 계속해서 서브할 수 없다.

④ 서브 전에 반드시 옴니킨(omni옴니-전부,kin킨-운동감각=제조사)과 리시브 팀의 

색깔을 외치고 서브한다.

⑤ 첫 번째 사람이 리시브하기 위해 볼을 터치하고 나서 10초 이내에 서브를 위한 볼의 준비

를(2인 밀착, 반 쪽 1인-중앙 공간이 확보되어야 타격 범위가 넓고 타격하고 달려 나가

기에 용이하다)하고 세 번째 사람이 볼을 터치한 후 5초 이내에 서브하지 않으면 안된다.

⑥ 처음 서브권은 가위 바위 보로 결정하여 심판의 호각소리에 맞춰 코트중앙에서 실시

한다. 2세트부터는 가장 점수가 낮은 팀이 서브권을 갖는다. 동점일 때는 1세트와 동

일한 방법으로 시작한다.(반칙이나 코트 아웃이 된 지점에서 경기를 재개한다.)

⑦ 서브는 볼의 1.5배, 1.8m 이상 수평 또는 위로 날아가야 한다. 아래를 향하면 반칙이다.

※ 초보자는 부상 등의 방지를 위해 한쪽 손으로 서브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팔을 사용할 때는 손등 팔의 바깥쪽으로 서브해야 팔꿈치 관절에 무리가 없다.(회내)

⑧ 서브는 코트 내에 떨어져야 한다.

⑨ 볼을 터치한 플레이어가 조금 떨어져 기운을 북돋아 주어도 괜찮다.

* 서브 기술

- 한 사람이 트릭 서브하고 반 쪽에서 서브하는 기술

- 서브하고 달려 나가는 기술

- 공 밑으로 통과하여 반 쪽에서 서브하는 기술 

2) 리시버

① 볼이 마루에 떨어지기 전에 코트 내에서 볼을 잡아야 한다.

② 리시브하는 팀은 신체의 어느 부분을 사용해서 잡아도 상관없다.(발 머리 사용 슬라

이딩도 가능)

※ 손끝으로 킥하는 것은 부상이나 볼에 상처를 내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금지한다.

③ 리시브한 뒤 볼을 가지고 달리거나 같은 편에게 패스하는 것도 인정하나 세 번째 사

람이 볼을 터치하면 이동할 수 없게 된다.

④ 볼 부분의 나일론커버나 구멍 부분을 쥐고 리시브하면 안 된다.

공의 2/1 중앙 하단부가 라인을 벗어나면 아웃이고 사람은 신체의 일부(손, 발)라도 코

트 내에 남아 있으면 유효하다.

코트 내에서 점프하여 공을 코트내로 쳐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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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선상에서 경기를 재개할 때 코트 밖에서 공을 쳐 넣을 수 있으나 공을 치기전 한쪽 

발은 코트 안에 딛고 서브해야 한다.

리시브는 손바닥으로 캐치하여 손등으로 정지시켜 패스하는 것이 공이 흘러내리지 않는다.

3) 득점 

① 반칙이나 플레이에 실패하였을 때 주심은 호각을 불어 다른 2팀에게 각각 1점을 부

여한다.

② 다른 플레이어를 매도하거나 심판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거의 없으나 비신사적인 행

위)에는 경고를 주어 2팀에게 득점을 부여한다.

 ａ. 최초의 경고일 때 1점

 ｂ. ２회 경고일 때는 2점

  c. 3회 이상일 때는 3점

4) 경기시간

세계 회 결승은３세트 매치로 각 세트는 15분 경기, 5분 휴식으로 한다. 

세계 회 예선은 3세트 10분 경기, 5분 휴식으로 한다.

양 팀의 협의에 의해 각 세트를 7분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세트 간의 휴식시간은 3분으

로 한다. 승부는 3세트의 총득점으로 한다.

많은 경기를 치르는 회는 10분, 8분, 7분 1세트 경기로 진행하기도 한다.

5) 퇴장 

개인이 경고를 두 번 받은 경우에는 퇴장하고 교 선수가 들어가 경기를 속행한다. 개인

의 경고를 포함해 팀이 5회 경고를 받으면 팀 전원이 퇴장하고 2 팀만이 경기를 진행한다.

6) 심판

주심 : 경기전체의 진행, 교 선수, 볼을 가지고 있는 시간계측.

부심 : 주심을 보좌한다.

스코어 키퍼 : 득점표시, 경고회수의 통지.

타임 키퍼 : 경기시간, 휴식시간의 계측.

라인맨 : 볼이 라인을 넘어갔는지 아웃에 한 판정.


